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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양 혜 원

본 연구에서는 조선초기의 ‘僧’ 관련 용어와 그들에 대한 법적 규정
을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조선초기’는 조선이 개창된 14세
기 말에서 《經國大典》 최종본이 완성된 15세기 후반까지를 의미한다.
이 시기 편찬된 공식 법전으로 《經濟六典》과 《경국대전》이 있으며 여
기에는 승과 관련한 다양한 조문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초기 승의 성
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儒學을 숭상하던 시기로 알려져 불교와 관
련된 분야가 연구 주제에서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선
개창 이전까지 불교는 약 천 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작용하였고 수
많은 정신적 · 물질적 유산을 남기고 있어 사회의 불교적 요소들을 단
기간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조선초기에는 불교
에 대한 숭상과 억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당시 존재하던 불교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 초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불교적 전통 중 하나는 출가하여 승
이 되는 것이었다. 승은 불교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존재이자 조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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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정 운영의 주된 논란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시기 승
의 존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선후기적 시각 혹은 연구사적 선입견
속에서 승은 賤人 신분으로 잘못 이해되어 오기도 하였다.
과연 조선초기 사회에서 승은 어떤 존재였는가, 법적 제도 안에서
규정된 승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들의 존재는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의 기록들과
조선초기에 성립한 두 법전 《경제육전》 · 《경국대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 두 법전은 개국 초 체제 정비 기간에 爲政者들이 추
구한 통치 체제를 상징한다는 면에서 유의미하며, 시간적 선후 관계
를 가지고 같은 사안에 대한 조문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에 개국 직후 太祖代에 처음 성립된 《경
제육전》과 15세기 후반 成宗代에 최종 완성된 《경국대전》의 승 관련
조문을 복원·추출하여 그 전문을 제시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한 것이다.
조선 개창 후 15세기에 僧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고
려시기까지 치성했던 불교의 영향으로 조선초 승의 수는 백성의 3/10
이라고 거론될 만큼 과다하게 증가한 상태였다. 이미 고려말부터 지
적되어 오던 수많은 승의 존재는 조선초기 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사
회 문제 중 한 가지였다. 사회에 승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까
닭은 그들이 갖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 때문이었다.
‘僧’이란 원래 집을 나와 수행에 전념하는 불교도를 뜻한다. 이들은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佛·法·僧의 三寶 중 하나로, 불교의 人的 토
대라고 할 수 있다. 승은 세속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집을 떠나
수행 공동체에 들어가므로, 승이 되는 것을 ‘出家’라고 표현한다. 또
한 世間을 떠난 자들이라는 의미로 ‘出世間’의 존재라고도 부른다. 출
가한 승은 머리를 삭발하고 검은 옷을 입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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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전래와 함께 생겨난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승은 ‘세간을 떠난’ 존재이므로 세간의 질서, 대표적으로 국가의 役
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이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다. 승의 이러한 성격은
국가의 통치 체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승의 수가 크게 증
가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 그 모두를 역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에서 승을 출가시키는 절차를 규
정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度僧’의 제도이다. 조선초 정부는 度僧의
제도를 통해 ‘度牒’을 발부하고 ‘도첩을 지닌 승[度牒僧]’만을 ‘제도적
출세간’으로 간주하고자 하였다. 조선초기 도첩은 그 소지자가 도승의
제도를 통해 출가한 승이라는 증빙이며 제도적 출세간으로서 역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되었다. 도첩이 없는 승[無度牒僧]은 관행
적으로 역이 면제되곤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역을 면제받을 근거는 없
었으며,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환속될 수 있는 존재였다.
즉, 조선초기에 ‘도첩승’이 된다는 것은 ‘제도적 승’의 지위를 획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면역 대상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도첩 발급
대상을 통제하는 일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사항 중 하나
였다. 전체 승의 규모는 국가의 役 운영과 연동되는 문제였고 역은
신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개인의 출가에 불교 교단 외에 국
가가 제도적으로 간섭하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출가하여
도첩승이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 법조문으로 성립하여 법전에
오르게 된다. 그것이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에 수록된 ‘度僧’의 조
문이다.
조선은 개창 직후 국가 체제 운영을 위한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는
데, 그 결과로 太祖 6년(1397) 《경제육전》이 탄생되었다. 이 법전의
경우 4차례의 수정 간행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책이 전혀 전해지지
않아 원형의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서는 《경제육전》의 조문을 인용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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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제육전》 복원을 위한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되 불교 및 승 관련 내용에 집중하여 최대한 상
세하고 많은 조문을 복원, 추출하고자 하였다. (복원·추출한 《경제육
전》 조문은 논문 끝 ≪부록 1≫로 수록)
《경제육전》은 다시 오랜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수정을 거듭하여 거
의 백 년 후인 成宗 15년(1485)에, 조선시대 법의 근간이 되는 《경국
대전》으로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기존 법전의 受敎集 체제에서
벗어나 전체적 틀이 재구성되고 조문은 더욱 간명해 졌다. 성종 15년
최종본 간행 이후 원문의 수정을 금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조선 萬歲의
成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경국대전》은 최근 유통되는 成宗 15년 간행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1990년대에 발견된 성종 1년(1470) 간행본이 존재한다.
이 두 《경국대전》은 15세기 후반 도승법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존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어 본고에서 최
초로 내용을 분석하고 승 관련 조문을 추출하였다.(추출한 조문은 논
문 끝 《부록 2》로 수록)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첫째, 조선초
대규모로 존재하던 승은 국가로부터 ‘度牒’을 받은 ‘度牒僧’과 받지
못한 ‘無度牒僧’의 두 부류로 크게 나뉜다. 도첩 소지에 따른 이 둘의
핵심적 차이는 법적으로 國役을 면제받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경제
육전》 체제에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兩班
자제’라는 상층 신분과 ‘丁錢’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었다. 度牒
僧은 시험을 통해 僧職에 오를 수 있었으며, 환속할 경우 시험 없이
세속의 官職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았다. 셋째, 《경국
대전》 체제에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지정
된 불교경전에 대한 암송과 정전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었다. 度
僧의 조문에서 도첩 발급의 신분 제한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 度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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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에서 도첩승을 ‘學生’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연 이 도첩
식이 賤口에게 발급될 수 있었을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 비해 僧職 선발 규모를 줄였으며 승의 법적 지위는 갈수록 하
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승이 제도적으로 위와 같은 존재였다는 구체적 사실의 파악은 이
시기 사회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 중 하나이다. 조선사회의 변
화는 儒佛의 단순한 사상적 도식을 넘어,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실 속에 녹아든 불교적 특질을 이해한 위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조선초기 법전에서 승과 관련한 조문은 다양하고 세세한 편이었으며,
승이 될 자의 신분과 경제력, 관련 지식의 정도, 환속 후의 지위까지
규정되고 그 내용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의 변동과
법 규정의 변화가 밀고 당기며 제도적 승의 조건과 지위는 이전 시기
의 그것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갔다.

주요어 : 승(僧), 승려(僧侶), 경제육전(經濟六典), 경국대전(經國大
典), 도승(度僧), 도첩(度牒), 도첩승(度牒僧), 무도첩승(無度牒), 승직
(僧職), 역(役)
학

번 : 2010-3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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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僧’이란 집을 나와 수행에 전념하는 불교도를 지칭한다. 승은 집을
떠날 뿐 아니라 머리를 삭발하고 검은 옷[緇衣]을 입는 특징을 지니는
데 불교의 전래와 함께 생겨난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흔히 ‘僧侶’라고 부르나 조선시대에 이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僧’이었다.
조선 개창 당시 승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고려시기까
지 치성했던 불교의 여파로 조선초기 승의 수는 民의 3할1)이라고 지
적될 만큼 과다하게 증가한 상태였다. 이미 고려말부터 지적되어 오
던 수많은 승의 존재는 이 시기 조정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한 가지였다. 조선초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는 증가하여 줄지 않
는 승의 규모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책 건의가 지속적으로 등장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조선초기 사회에 널리 분포하던 승의 존재는 왜 문제가 되었는가?
위 질문과 관련하여 조선이 崇儒億佛의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사상
사적 통설은 설득력이 있으며 조선 개창 세력의 성격과 관련하여 일
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배층의 사상적 변화는 개국 후 백
년 이상이 흐른 15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승의 규모가 문제시 되
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 내는 데 한계를 갖는다. 조선초기 조정에서
승을 규제하려 한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존재로서의 승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

1)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9日 癸未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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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 많다는 사실이 사회 문제가 되었던 까닭으로 먼저 그들이 갖
는 독특한 성격을 지적할 수 있다. 승이 되는 것을 ‘出家’한다고 표현
하는데, 이는 집을 나와 수행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며 世俗과의 인
연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승을 ‘出世間’의 존재라고도 부르는
데 世間을 떠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서 승은 출세간의 존재로 세간의 일인 국가의 役에서 제외된다는 인
식이 있었으며 조선초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승의 이러한 성격은 불가피하게 세속의 통치 질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승이 증가할수록 세간의 백성들에게 역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승의 규모는 국가의 役 운영과 연동되
는 문제였고, 이는 개인의 출가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간섭하게 된 이
유 중 하나였다. 세속의 권력은 모든 승이 역에서 제외되도록 허용하
지 않았으며 무분별한 승의 양산을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승을
출가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度僧’의 제도이다.2)
도승제를 통해 적법하게 출가한 자들에게는 국가의 증빙으로 ‘度牒’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 도승제와 도첩을 단순히 役 문제로만 보고 접근하
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주지하다시피 役은 신분과 매우 밀접하게 관
련되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조선초기 사회에서 승이 법적으로 면역
이 된다면 그 신분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먼저 승
의 면역은 ‘軍役 면제’로 파악되곤 하는데 조선초기의 군역은 후기의
것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되고 있어3)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군역은 양인에게 부과되는 役으로 승이 군역을 면
한다면 신분상 良임을 전제하는 것이다.4) 전반적으로 양인의 출가가
2) 도승제가 확립, 시행된 것은 唐代이며 더욱 정비된 것은 宋代이다. 諸戶入雄,
1990 《中國佛敎制度史の硏究》, 平河出版社, 286쪽
3)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5-31쪽
4) 전형택, 2002 〈양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1-192쪽에서는 승을 양인
으로 파악하고 ‘법적으로 인정된 직업’으로 보았다. 국가에서 승을 억제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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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초기일수록 公私
賤까지 아우르는 ‘有役人’의 출가 현상을 문제 삼아 일체의 역을 지
닌 모든 계층에 대한 출가를 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5) 여기서
모든 승이 양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승 가운데에 군역을 면
하는 부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곧 이 시기 승이 되는 것은 신역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해되며, 조선초기 양천제의 틀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군역의 문
제와 더불어 도첩 발급의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조대 保法의 시행으로 군역 차정 방식이 변화하면서 도첩 소
지자의 면역은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인정
을 차출해야 하는 군역 문제와 함께 출가한 승의 규모 및 도승 제도
가 거론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도승 관련 규정은 《經濟六典》과 《經國
大典》에 모두 수록되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승에 관련한 사안은 단순히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초
기 사회 및 제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한다. 큰 틀의 사회 변
화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의 변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선 개창 후 국가의 틀을 세우는 명시적
인 작업은 법전의 편찬이었다. 조선초기 승을 연구하기 위해 15세기
에 순차적으로 편찬된 《經濟六典》과 《經國大典》의 규정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조선초기 연구 성과에서 ‘승’은 독립적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
해왔다. 조선 사회의 성격을 논한 신분제 연구 등에서 승은 간혹 ‘巫
覡’과 묶여 거론되기도 하나6) 대부분 다루어지지 않았다. 때로 役을
억불숭유책 때문만이 아니라 피역의 수단으로 승이 되었기 때문이며 도첩제 등으
로 승이 되는 조건을 엄격히 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하였다. 또한 승에게는 직
업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았으나 정전을 부과하였고, 출가한 승은 양인 출신이라
도 사환권이 주어지지 않아 통상적인 양인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고 하였다.
5) ≪부록 1≫ 《경제육전》 조문 3-3. “其餘軍人鄕吏驛子公私賤男女等有役人及獨子
處女一皆禁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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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도망간 불법적 避役의 무리로 이해되거나7), 조선 후기적 관점에
서 賤 신분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8) 그러나 이는 조선초기 僧에 대
한 상세한 고찰 위에 성립한 주장이 아닐뿐더러, ‘출세간 승’이라는
불교사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측면이 있다. 조선초 불교는 이
미 천 여 년의 역사와 함께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지니고
있었으며, 민의 3할이라는 승의 규모는 그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 이 시기 승은 출세간의 존재로 제도적 免役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儒佛 대립과 같은 사상적 관점 외에, 국가
권력이 신분제적 질서 하에서 과다하게 분포하는 승을 어떻게 파악하
고 어디에 위치 지으려 하였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승’이라는 개념은 良賤과 같은 신분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천 모두가 출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獨身을 지
향하는 승은 양천과 같은 신분과 달리 승의 지위가 直系로 相傳되지
않는다.9) 또한 법전에서도 양천과 별개로 승의 자격과 대우를 규정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10) 이는 조선초기 법전에서 어떤 존재를 제도
적 틀 안의 승으로 보고 있는지 세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
다.
요컨대 조선의 승은 조선초기 눈에 띄는 독특한 집단으로, 불교사적
맥락에서의 개념과 변화하는 세속의 제도적 규정을 모두 염두에 두고
6) 劉承源, 1987 《朝鮮初期身分制硏究》, 乙酉文化社
7) 김순남, 2013 〈16세기 조선의 피역승의 증가와 승도 조직의 재건〉 《朝鮮時代史學
報》 66
8) 高橋亨, 1929 《李朝佛敎》, 寶文館
9) 우리 역사상 승은 獨身의 수행자에서 帶妻僧 등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
러나 법적으로 僧은 대개 獨身의 비구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僧이 帶
妻하는 것은 계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승’의 지위
가 세습되지 않았다. 더구나 고려나 조선에서 승이 낳은 자식은 仕宦權이 박탈되
거나 부모 신분이 良이어도 賤 신분으로 강등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 끝에 첨부된 ≪부록 2≫ 《경국대전》 조문 5-11 참조
10) 불교적 원칙과 달리, 僧團 내에서 良人僧과 賤人僧이 서로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대우가 같았는가 등은 별도로 고찰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조선초 《經濟六典》의
경우 度牒을 받아 도첩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신분에 준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Ⅱ장과 Ⅲ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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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 유불의 사상적 대립 구도나 양천제
와 같은 조선적 신분제의 틀만으로는 그 실체를 명확히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승을 연구하는 것은 비단 불교계의 출가자를 연
구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제도 및 사회 구조를 분
석하고 이전과 달라졌을 왕조의 성격을 추적하는 데에까지 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승이 그간의 연구 주제에서 소외되어 온 이유는 조선이
‘崇儒抑佛’의 사회였다는 통설에서 비롯한 바가 크다. 이 통설에 기반
하고 《실록》에 수록된 官人 儒學者들의 발언을 참조하여 전개되어 온
조선 불교 이해는 유불 대립이라는, 일종의 흑백논리에 가까워 보이
기도 한다. 이 틀은 일견 조선의 정치사상적 성격을 강렬하게 부각시
키기도 하지만 조선사회가 지녔던 다면적 특질들을 단순화시키는 함
정이기도 하다. 숭유의 사회는 억불을 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연역적
논리를 취하여 위의 통설을 강화하는 설명 방식은, 동시기 보이는 다
수의 숭불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이는
고려와 다른 조선을 설명하기 위한 다소 편의적인 도식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의 경향 속에서 조선시대 불교는 연구사에서 소외
되고 승 역시 독립적 연구 주제로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이다.
조선의 현실은 抑佛과 崇佛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 양상을 보였
다. 특히 조선초는 그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실록》에서 표
방되는 위정자들의 정치사상적 명분과 달리 각종 불교적 齋儀의 설행
이 빈번하였음 역시 《실록》 내의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민
간은 물론 왕실이나 사대부의 현실 속에서 강경한 抑佛의 기조가 관
철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11) 최근에는 조선초
11) 조선초에 불교를 제한하는 정책이 취해지나 이것이 그 완전한 제거를 주장한 것
은 아니며 불교적 의례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은 李能和, 1918 《朝鮮佛敎
通史》, 新文館 ; 金映遂, 1939 《朝鮮佛敎史藁》(2002 《朝鮮佛敎史》, 민속원 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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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시설이나 佛事, 齋儀를 분석하여 현실은 불교적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정황을 지적하는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2)
본 연구는 조선초기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해 가기 위
한 토대적 작업으로 구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한다. 한 가지는 조선초기 승과 그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것
이다. 더불어 승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뽑아 그 용례와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조선시대 불교 관련 연구는 마치 특수 분야처
럼 인식되어 일반사의 영역에서 그 기본적인 개념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승은 불교계의 人的 기반으로, 추상적 사상과 달리 현실에
존재하던 구체적 인물들이다. 또한 조선초 사회에 과다한 규모로 존
재하고 있었다고 지적되었으면서도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
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몇 만 혹은 몇 십 만 단위로 거
론되던 승은 사회 구조 및 제도와 연동되어 그 규모 및 성격이 변화
해 갔으며, 조선초 사회를 특징짓는 한 요소로 생각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조선초 법전에 실린 불교 및 승 관련 조문을 추출
하고 법적으로 승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다. 조선은 개국 후 심혈을 기울여 법전을 편찬하였다. 《經濟六典》과
《經國大典》이 그것인데, 이 두 법전에는 제도적으로 승을 출가시키는
조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법전에서 규정하는
불교 및 승 관련 조문은 두 법전 간행 과정의 복잡함과 간행 단계별
책이 현존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
《경제육전》의 경우 책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실록》에서 조문을 인
본) ; 김갑주, 1983 《朝鮮時代寺院經濟硏究》, 동화출판 ; 韓㳓劤, 1993 《儒敎政
治와 佛敎》, 一潮閣 등에서 누차 지적한 바 있다.
12) 심효섭, 2003 〈조선전기 기신재의 설행과 의례〉 《佛敎學報》 40 ; 한상길, 2009
〈조선전기 수륙재 설행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 23 ; 강호선, 2013 〈조선 태
조 4년 國行水陸濟 설행과 그 의미〉 《한국문화》 62. 최근에는 문집류 연구를 통
해 16세기 사대부의 의례에도 불교적 전통이 잔존해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 박정
미, 2014 〈조선 명종대 星州 安峯寺의 儒佛儀禮〉 《태동고전연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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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기사를 찾아 원래의 조문을 복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
국대전》은 현재 널리 알려진 을사년 《경국대전》 외에 새로 발견된 을
사년 이전 《경국대전》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두 법전에 수록된 승 관련 조문의 추출과 더불어, 그 두
법전 사이의 조문 변화는 조선초 ‘제도적 출세간’으로서 법적으로 인
정받는 승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구
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시기 법전의 편찬은 당시
위정자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체제를 구현해 가는 과정이었으며, 법
제도는 현실과 유리될 수 없고 일정한 지속성과 강제력을 담보한다는
면에서 불교정책의 성격을 재검토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13)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불교적 특성의 현실적 변화
를 살피기 위해서는 유교와 불교의 대립적 사상 논쟁을 벗어나 새로
운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존의 담론은 고려와 다른 조선 개창
의 새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왕이나 관인 유학자와 같은 특정 개인
의 사상을 통해 이 시기 불교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상적 변화와 현실의 변동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며, 결과적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해당 시기 불교적 현
상 자체에 대한 현실적 고찰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초 승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국가 운영의
핵심적 규정으로서 법전의 조문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으나 이전 사회로부터 이어진
불교적 요소가 조선사회에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발현되었는가를 살피
기 위한 가장 기초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儒佛의 이중적

13) 다만 조선에서 법조문 자체와 그 시행 여부는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
선시대 법조문의 경우 현실에서 시행되지 않은 조항도 여럿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선 사회에 대해 법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던 사회라고 판단하기보다, 해
당 조항은 시행될 수 없었는데 왜 법전에 수록되었는가, 왜 시행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현실에서의 시행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법조문 자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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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나타나는 조선초기 사회 현실, 불교와 국가의 관계 변화 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적 작업이 될 것이다.

2. 연구 성과의 검토
조선시대 불교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다. 조선초의 불
교나 승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고찰한 연구도 희소한 편이다. 이는 역
설적이게도, 일찍이 굵직한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고 그 시각이 일종
의 통설로 수용된 결과 조선시대 불교가 더욱 주목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연구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 대표적 연구 성과들과, 조선초
에 한정하여 불교 관련 제도를 고찰한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 대표적 연구 성과를 해
방 前後로 나누어 살펴보자. 공교롭게도 조선시대 불교사에 대한 근
대적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일본 불교의 조선 포교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
으로 1911년 일본인 저널리스트 아오야나기 난메이[靑柳南冥]는 한국
종교에 대한 최초의 통사로 보이는 《朝鮮宗敎史》14)를 발표하였다. 이
저서에서 조선왕조가 불교를 억압하였으므로 조선의 불교는 황폐하게
되고 하층민에게 유통되는 종교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오야나기
의 이 주장은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 불교 관련 연구에서 종종 등장하
는 ‘조선불교 쇠망론’, ‘부녀자·서민 신앙론’ 등으로 이어지는 시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불교사를 처음 독립적 주제로 내세운 연구는 후루타니 기
요시[古谷淸]가 1911-1912년에 걸쳐 잡지에 연재한 일련의 논문들이
14) 靑柳南冥, 1911 《朝鮮宗敎史》, 朝鮮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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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5) 후루타니는 조선시대 불교를 崇儒排佛에 의한 ‘한 편의 불교
쇠망사’로 규정하였다. 다만 불교는 부녀자나 서민 사이에서 여전히
신앙되어 그 세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하였다.
한편, 조선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였던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조선총
독부의 舊慣 조사사업 과정에서 접하게 된 문헌들에 해제를 붙이고
연구할 기회를 가졌다.16) 그는 조선시대 불교가 쇠퇴하기는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쇠퇴만 한 것이 아니라 盛衰를 반복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 전후기에 여러 佛書들이 활발히 간행되기도 한 것은 조선의 문
화가 융성할 때 불교 역시 같이 흥륭하며 대우받았다는 주장이다.
조선인으로서 불교사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연구는 李能和의 《朝鮮
佛敎通史》17)이다. 《조선불교통사》는 한국불교에 대한 방대한 자료집
인 동시에, 이능화 자신의 견해를 곁들여 조선인의 입장에서 자국의
불교사를 조망하고 있다. 특히 고려와 조선의 불교를 상반된 상황으
로 파악하여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고려까지 유일한 신앙은
불교 뿐으로 왕부터 백성까지 宗敎信仰思想은 오직 불교밖에 없었으
나, 고려 말 이후 흥성하기 시작한 유교의 영향으로 불교사상이 自然
減退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출가 계층에 있어서도 고려 때
는 왕실이나 귀족이 다투어 출가하고 백성은 승이 되는 것을 영광스
럽게 여겼던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貧賤한 집의 아이들이 출가한 결
과 승의 지위도 떨어지고 불교가 더욱 쇠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
러나 조선에서 불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되고 세력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역설하였다.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는 1910년대 이후 꾸준히 조선 불교에 대
해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포괄적으로 찬술한 《李朝佛敎》18)를 발표한
15) 古谷淸, 1911-1912 〈朝鮮李朝佛敎史槪說〉 《佛敎史學》 1-3·4·5·6·8·11·12
16) 今西龍, 1911 〈朝鮮佛敎關係書籍解題〉 《佛敎史學》 1-1·2·3 ; 1930 〈月印千江之
曲と釋譜詳節とに就て〉 《朝鮮》 185
17) 李能和, 1918 《朝鮮佛敎通史》, 新文館
18) 高橋亨, 1929 《李朝佛敎》, 寶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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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조선시대 불교를 ‘국가의 敎政’, ‘宗旨와 傳燈’의 두 시기로
구분하였다. 1기는 건국~성종까지로서 국가가 불법 통일 기관의 존립
을 인정하고 승과를 실시하였는데, 2기는 연산군대 이후로 그 모두를
철폐하여 국가와 불교는 공적 관계를 끊고 사적으로 불교도와 사찰의
존재를 묵인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하였다. 다카하시는 조선불교에 대
해 사회적으로 정의하면 이미 사라졌으나 개인의 安心立命을 주로 하
면 없어지지 않았다는 논지를 폈다. 이는 조선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평가 절하하고, 그 신앙층은 주로 여성과 소외계층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僧을 賤人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다카하시의 이와 같
은 견해는 조선불교 쇠망론, 부녀자·서민 신앙론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카하시의 주장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의 제시와 함께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관련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상백의 연구를 특기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 중 여
말선초 불교에 대한 이상백의 연구19)는 주목된다. 그는 태종대 강도
높은 불교정책을 유생층이 주도한 ‘斥佛運動’ ‘儒佛交替’ 등으로 명명
하고 이를 당시의 정책 동향에 입각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상
백은 고려말부터 조선초에 걸쳐 진행된 강력한 척불운동은 국가 재정
의 개혁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았다. 특히 태종대에 취해진 寺社奴婢·
寺社田 屬公 등의 정책은 방대한 인적·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
찰의 경제력을 몰수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백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 개창 및 척불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으로 읽히며
오늘날 조선초 불교정책에 대한 공고한 입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상에서 살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 연구들은 대부
분 앞서 언급한 통설, 崇儒의 조선왕조가 불교를 억압하여 조선 불교

19) 李相佰, 1938 〈斥佛運動の意義について-朝鮮太宗王の斥佛政策斷行と儒佛交替の
機緣に關する一硏究-〉 《東洋思想硏究》 2 ; 1939 〈斥佛運動の胎生と成長 : 朝鮮
に於ける儒佛交替の記綠に關する一硏究〉 《東洋思想硏究》 3 ; 1978 《李相佰 著作
集》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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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견해를 구축한 대표적 초기연구들이다.
조선불교사 연구 초기부터 제기된 이와 같은 주장은 최근까지 큰 문
제 제기 없이 답습되어 왔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폈을 때 두 부류의
주장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숭유억불의 조선에서 불교
가 쇠망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숭유의
조선에서 불교는 이전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기는 하였으나
그 세력은 여전히 일정 부분 유지되었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
이다.
전자는 조선불교 쇠망론과 같은 부정적 주장으로 정리되며 대개 일
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대개 일
본 불교의 조선 포교를 합리화 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후자는 이능
화를 비롯한 조선인 학자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마니시 류가 조선의
불교에 대해 쇠퇴와 흥륭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은 당시 일본인 학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이질적 견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해방 이후 조선 불교 관련 연구는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
적인 경향은 조선 전시기를 다루는 통사적 연구보다, 각 시기별 불교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이다. 불교정책은 주로 15세기에 집중되
어 있어 태종, 세종, 세조 시기의 정책 연구20)가 진행되었다. 불교정
책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사원경제에 대한 것이다.21)

20) 이수건, 1969 〈朝鮮 太宗朝에 있어서의 對奴婢施策〉 《大丘史學》 1 ; 김영태,
1988 〈조선 태종조의 佛事와 斥佛〉 《東洋學》 18; 權延雄, 1993 〈世祖代의 佛敎
政策〉 《震檀學報》 75 ; 이봉춘, 1990 〈조선 개국초의 배불추진과 그 실제〉 《한국
불교학》 15 ; 사문경, 2001 《고려말 조선초 불교기관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 押川信久, 2002 〈朝鮮王朝建國當初の僧徒の動員と統制〉 《朝鮮學報》185 ; 배명
애, 2006 〈조선전기의 승려통제책과 僧役〉 《釜大史學》 30
21) 김갑주, 1982 〈조선초기 사원전 개관〉 《조선시대 사원경제 연구》, 동화출판공사
; 李載昌, 1991 《韓國佛敎寺院經濟硏究》, 불교시대사 ; 李炳熙, 1993 〈朝鮮初期
寺院田의 整理와 軍營〉 《전남사학》 7 ; 하정목, 2000 〈조선초기의 사원경제〉 《大
丘史學》 60 ; 김용태, 2000 〈조선전기 抑佛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朝鮮時代史學報》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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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우근은 이상백의 ‘척불정책론’을 비판하고, 척불이 아
닌 ‘抑佛’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22) 조선초 진행
된 다양한 불교정책들이 불교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 시기 불교신앙이 상당부분 잔존하였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는 이능화나 이마니시 류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
15세기 불교정책 연구 성과들이 갖는 일련의 특징은 《실록》을 기본
자료로 하여 신왕조개창 이후 체제정비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통설을 비롯하여 조선초
기 연구자들이 대부분 취하는 입장으로, 유교적 조선의 개창과 함께
불교는 철폐･혁거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 안에는 고려와 조선, 異端과 正學, 구태･모순과 참신･개혁,
왕조의 쇠망과 혁명적 신창이라는 몇 가지 지극히 대립적인 구도가
존재한다. 그 중 불교는 ‘고려, 이단, 구태･모순, 쇠망’에 대응하면서,
‘조선, 정학, 참신･개혁, 혁명적 신창’에 대응하는 유교와 강렬하게 대
비된다. 그 결과 고려와 조선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급진적 성리
학 세력에 의한 새로운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불
교는 이전 시대의 대표적 폐단이며 혁거 대상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분명 타당한 일면을 갖는다. 그러나 불교를 유교의
대척점에 두고 官人儒者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교를 바라보고 있
어, 불교사에 대한 이해가 조선 성리학과 유교정치체제의 발달사로
수렴되는 결과를 낳았다.
崇儒抑佛 혹은 儒佛交替의 논리는 조선초 《실록》을 기반으로 개국
세력의 정치사상을 연구할 때 매우 설득력 있는 틀이다. 그런데 이러

22) 韓㳓劤, 1957 〈麗末鮮初의 佛敎政策〉 《서울大論文集》 6 ; 1964 〈世宗朝에 있어
서의 對佛敎施策〉 《震檀學報》 25-27 ; 1976 〈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儒敎理
念의 實踐과 信仰·宗敎 : 祀祭問題를 中心으로〉 《한국사론》 3 ; 1993 《儒敎政治
와 佛敎》, 一潮閣 (2001, 한국학술정보에서 《한우근전집》 제 5권으로 재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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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들은 조선 개창의 정당성과 성리학적 배경의 새로운 정치 세
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5세기의 역동적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불교와 관련하여는 관인 유학자의 입장
에서 편의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조선초 불교 관련 사안을 독립적 주제로 삼은 상세한 연
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관련한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인 시각이 먼저 자리 잡아 선입견을 강화한 셈
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즉, 20세기 전반의 朝鮮佛敎衰亡
論 · 婦女子庶民信仰論· 僧侶賤人說 등의 인식은 숭유의 조선을 강조
하는데 이용되고, 강화된 숭유조선의 틀은 다시 조선불교 이해에 적
용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조선초 불교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치밀하고 다양해진 것
은 비교적 최근이다. 특히 조선초 불교정책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도승제 연구23)가 간간이 제출되고 있다. 조선이 도첩을 통한 도승제
를 운영한 것은 개국 후 약 200여 년 간이다. 그 중 치폐 없이 운영
된 시기는 15세기로 보이며 16세기는 관련한 논쟁이 치성해져 지속적
인 실시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길지 않은 기간 시행되
었으나 상대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지닌 제도이며, 조선초 불교와 승
에 대한 국가의 시각을 비교적 잘 보여주므로 최근 관심을 보이는 연
구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전모가 모두 파악되었다고 보기
는 어려운 듯 하다.
최근 조선초기 불교 관련 연구 중 눈에 띄는 것은 법전과 고문서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초기사의 연구는 사료의 부족으로 《실록》에 거의
23) 安啓賢, 1974 〈佛敎抑制策과 佛敎界의 動向- 度牒制와 赴役僧〉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 강경남, 1983 〈度牒制考〉 《東國思想》 16, 東國大學校佛敎大學
; 김영태, 1995 〈조선전기의 度僧 및 赴役僧 문제〉 《佛敎學報》 32 ; 이승준,
2000 〈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 《湖西史學》 29, 湖西史學會 ; 押川信
久, 2006 〈《經國大典》度牒發給規定の成立〉 《年報朝鮮學》 9 ; 양혜원, 2013 〈고
려후기~조선전기 免役僧의 증가와 度牒制 시행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4 ; 민
순의, 2016 《조선전기 도첩제도(度牒制度) 연구》,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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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법전과 고문서
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연구는 불교사 자체에 대한 연구라
기보다, 조선초 관련 자료에 등장한 불교 관련 부분을 다루게 된 것
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僧·寺에 대한 쟁점
이 많았던 만큼 남은 사료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조선초기 불교와 관련하여, 법전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우영의
연구이다.24) 그는 《경국대전》에서 보이는 조선사회의 신분 구조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조우영은 법률적 관점에서 《경국대전》을 분석하고
그 안에 구현된 일차적인 신분 구조는 ‘僧’과 ‘俗’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법전 내에서 僧人은, 俗人이 지는 거의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
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승’은 신분적 속성을 가
졌다고 주장하였으며, 통치 질서 전반을 유교적 관념에 맞추어 구성
하는 과정에서 僧人을 따로 떼어내어 세속 통치 질서에서 소외시켰다
고 보았다. 조우영의 주장이 흥미로운 지점은 법전에서 표방하는 당
시 사회 구조에 속인과 다른 ‘승’이 엄존하였음을 지적하였다는 것이
다. 다만 조우영은 이 구도를 조선사회가 개창된 후 유교적 이데올로
기에 의해 불교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이는 조
선적 특성이라기보다, 본고에서 서술할, 전통적 승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초기 불교와 관련한 고문서 연구는 최근에야 몇 편이 제출되었
다. 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이제야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드물
게 나오는 15세기 문서들이 발굴되어 보고되었다.25) 그런데 이 시기
24) 조우영, 2003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서울대 법학과 박사논문
25) 노명호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上)(下),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
성종·박도식, 2002 〈15세기 상원사 입안문서 분석〉 《古文書硏究》 21 ; 전영근,
2007 〈조선시대 승관제와 승인 인사 관련 문서〉 《古文書硏究》 30 ; 전영근,
2011 〈朝鮮時代 寺刹文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 카와니시유야(川
西裕也), 2014 〈조선성종대의 낙산사관련 문서에 대한 분석 - 稅役 면제 문서와
賜牌-〉 《古文書硏究》 44 ; 2016 〈《國朝列聖御筆》 所載 조선초기 국왕문서 -太
祖代 官敎와 世祖代 免疫敎旨〉 《古文書硏究》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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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자료가 상당 부분 불교계의 문서임이 주목된다. 사찰에 내
려진 입안문서나 승인 임명문서가 대표적인데, 아직 몇 점 소개되지
않았음에도 《실록》과 조응하여 현실에서 시행되는 불교 정책의 일면
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의 자료 발굴이 더욱 기대된다.

3.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본 연구는 조선초 ‘승’의 개념과 그에 대한 법적 규정을 상세히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
항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째,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승’은 ‘국가가 제도로 규정한 승’
에 한정하고자 한다. 역사상 다양하게 존재하는 모든 승의 유형을 다
루고자 하지 않으며, 법으로 규정한 승의 조건을 밝히는 것에 큰 목
적이 있다. 본문에서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도승한 자들을 ‘제도
적 출세간’으로 명명하며 이들은 곧 ‘度牒僧’이다.
둘째, 고찰 시기를 조선 개창부터 15세기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개국 직후 시작된 법전 편찬 작업이 《경국대전》의 완성까지 약 백 여
년에 걸쳐 진행되어 관련한 자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되는 ‘조선초기’라는 용어는 개국부터 15세기 《경국대
전》의 완성까지에 국한됨을 밝혀둔다.
셋째, 연구 대상 자료로 《경제육전》 《경국대전》 《실록》에 집중하고
자 한다. 두 법전은 각각 15세기 전반과 후반을 대표하는 법전인 동
시에, 조선의 법전이 완비되는 선후 단계를 이루고 있다. 해당 시기
僧의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 두 법전에서 불교 관련 조문을 최대한 추
출하여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실록》 기록의 검
토가 필수적이다. 《실록》을 참조하는 까닭은 앞서 지적했듯 《경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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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실록》을 통해 조문을 추출해야 하며, 법전의 조문 완성 과정
이 《실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본고의 논의는 법전 자체의 규정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법전의 편찬은 통치이념의 이상을 구현하는 과정이며, 조선은
萬世에 통용되는 成法을 추구하였다. 때문에 《경제육전》에서 《경국대
전》으로 갈수록 법전 조문은 점차 추상화·단순화가 진행되며, 정황상
모든 법조문의 현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는 법조문을
최대한 추출하여 제시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조문이 현
실에서 어느정도 구현되었는가는 검증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조선초기 僧의 의미에 대하여 다룰 예정이다. 먼저 승
에 대한 전통적 인식, 度僧의 의미, 승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을 검
토할 것이다. 승은 조선시대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이미 그 역사가
깊으므로, 이전 시대까지 승이 어떤 존재였는지 간단히 점검하는 일
은 조선초기 승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出世間의 僧’
이란 어떤 존재인지 살피고 동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이들 ‘승’을 어
떻게 인식하고 처분하려 하였는지 짚어보는 것은 불교사적 맥락에서
승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제도로서 度僧과 度
牒, 度牒僧, 無度牒僧의 의미를 설명하고 《실록》에서 승 관련 용어들
을 범주화하여 僧, 僧侶, 僧人, 僧徒, 緇徒, 緇流, 緇髡, 僧尼, 尼僧,
尼, 尼徒, 女僧 등 쓰임의 구분을 시도하고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 한다.
Ⅱ장에서는 《經濟六典》의 僧 관련 규정을 추출하여 검토하고자 한
다. 현재 전해지는 《경제육전》 실물은 한 본도 없기 때문에 《실록》에
육전의 내용으로 인용된 기사를 최대한 추출하여 불교 관련 조문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 중 불교 관련 조문들을 최대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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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록하고, 이 중 승 관련 조문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15세기
전·중반 승에 대한 조문을 모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법전에
규정된 도승 제도, 도첩승의 자격, 승정 기구와 승직 등에 대해 검토
해 갈 것이다.
Ⅲ장에서는 《經國大典》의 僧 관련 규정을 추출하여 검토하고자 한
다. 우선 《경국대전》의 여러 판본을 수집, 분석하여 시기별, 판본별로
분류한 후 불교 관련 규정을 발췌할 것이다. 위 《경제육전》은 현존본
이 없어 조문 추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국대전》은 여러 판본간의
校勘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조문을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들 조문을 확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국대전》의 여러 판
본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승 관련 조문을 교감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보물 제 1521호 《경국대전》을 최초로 검토하고 《경국대전》 편찬
과정 내의 도승 조항 변동 상황을 추적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국대
전》 최종 완성본에서 규정하는 도승 제도, 도첩승의 자격, 승정 기구
와 승직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본고의 시도는 명확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조선초기
사회의 모습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민의 3할을 점하였다는 승에 대해
《실록》은 긍정적 서술을 거의 남기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 연구들은
그 《실록》의 시선대로 승을 서술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법적 규
정을 통해 승을 바라보고자 한다. 조선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국가
운영의 틀에서 승은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라는, 가장 공적이고 기본적
인 사료에 접근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궁극적으
로는 조선초기 제도 변화를 통해 기존과 다른 어떤 사회를 추구해 가
려던 것인지, 승이라는 고려와 조선의 과도기적 매개물을 통해 그 구
체적 양상을 추적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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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선초기 僧 관련 용어
1. 僧과 度僧의 의미
1) 僧과 出世間의 의미
조선에서는 개국 초부터 백성의 3할이 僧이라는 인식1)이 있을 정
도로 과다한 僧徒 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조선에서 ‘僧’2)은 누
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승의 본래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인도에서 배태되었으며 불교 전래 이전 동아
시아의 전통과 이질적인 문화기반 위에 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3가
지 보배[三寶]인 ‘佛, 法, 僧’에 歸依할 것을 요구하는데, 조선에서 사
회문제화 되던 ‘승’ 역시 불교 삼보 중의 하나인 ‘승’이다.
승은 집을 나와 불교를 수행하는 자들의 무리이다. 집을 나와 불교
수행자들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이른바 ‘出家’라고 한다. 출가 수행
자를 沙門 혹은 比丘라고 부르는데, 그에 비해 승은 단체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행자의 단
체 뿐 아니라 출가자 무리 안의 개개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다.
역사상 존재해 온 승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 교단 및 그
와 관련한 개념들을 좀 더 세심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3)

‘불교 교

1)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9일 癸未 2번째 기사
2) 조선의 불교 출가자를 지칭할 때 요즘 흔히 사용하는 ‘僧侶’는 당시의 일반적 용
어가 아니었다. 사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僧, 僧人, 僧徒 등이므로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僧’을 사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불교 출가자에 대한
용어와 관련하여는 Ⅰ. 2. 1) 출가자의 범칭 부분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3) ‘교단’이란 좁은 뜻으로는 명확한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특정한 信條를 믿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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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란 화합된 무리가 집단의식을 구현하며 ‘律’에 의해 질서를 유지
하는 出家者의 무리와, 佛法僧 삼보에 귀의하여 五戒를 받은 在家의
무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불교를 공통으로 신봉하는 한 사회 전체
를 지칭하기도 한다. 출가자는 남성 출가자인 比丘, 여성 출가자인 比
丘尼, 재가자는 남성 재가자인 優婆塞, 여성 재가자인 優婆夷로 구성
되는데, 네 부류라는 의미로 이들을 ‘四衆’ ‘四部衆’ ‘四部大衆’ 등으
로 지칭한다.4) 즉, 불교 교단은 ‘사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혹 관련
연구들에서 불교 교단을 출가 수행자들만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
우도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출가자는 ‘僧, 僧伽, 僧團’으로 지칭
되며 ‘불교 교단’은 출가와 재가의 사중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
다.5)
이 출가와 재가는 서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出家・出世間의 존
재인 비구・비구니는 bhikṣu, bhikṣuṇī라는 산스크리트어를 音譯한
것으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각각 乞士, 乞女라고 漢譯된
다. 在家・世間의 존재인 우바새・우바이는 upāsaka, upāsikā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으로 ‘시중드는 사람,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
며, 각각 近事男 혹은 淸信士, 近事女 혹은 淸信女라고 한역된다. 즉
출가자들은 출가하여 세속의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구걸[托鉢]을
통해 목숨을 유지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재가자는 출가하
지 않고 佛道를 닦으며, 재물의 시주를 통해 출가자들을 봉양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의례나 禮典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종교집
단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그 자체와 결합되어 하나의 사회 단위 또는 사회 전
체가 종교집단을 형성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길상 편, 2001 《불교대사전》, 홍법
원, ‘교단’ 참조
4) 불교 교단은, 출가자를 비구, 비구니, 沙彌, 沙彌尼, 式叉摩那로 더 상세히 구분한
出家五衆에 재가의 우바새, 우바이를 합하여 七衆으로 나누기도 한다.
5) 불교 공동체를 지칭할 때 ‘僧伽’(혹은 僧團)와 ‘敎團’을 사용한다. 이 두 용어에 대
하여는 개념 규정이 명확히 이루어진 바가 없이 혼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
중 승가의 개념은 출가자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다.
이에 비해 교단은 출가 공동체인 승가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
로 사부대중 모두를 포함한 공동체를 지칭한다. 관련하여 이자랑, 2016 〈인도불교
에서 부파의 성립과 발전〉 《佛敎學報》 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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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깨달음의 교화를 받는 집단이다. 이러한 교단의 구성은 인도
에서 붓다가 설법하던 당시부터의 전통이며 동아시아로 와서도 기본
적인 틀이 유지되었다. 불교교단을 이루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
바이의 네 무리를 四衆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불교의 교단은 크게 出家와 在家로 구분할 수 있다. 출가란 글
자 그대로 집을 나간다는 뜻으로, 집을 나와 수행자의 무리에 들어가
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재가란 출가에 대한 상대 개념으
로, 집에 거주하며 스스로 생계를 영위하는 世俗人 또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 출가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 중 남자를 比丘, 여자는 比丘
尼라 한다. 재가이면서 불교에 귀의한 자 중에 남자를 優婆塞, 여자
를 優婆夷라 부른다. 재가가 ‘世俗 혹은 世間’에 머무르는 상태라면,
반대 개념인 출가는 세속 혹은 세간을 떠난 ‘出世間’의 상태를 의미하
는 것이다.
위의 설명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승’이 국가체제와 갈등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 바로, 그들이 ‘출가, 출세간’의
존재로서 그들만의 ‘율’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세간
을 떠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간의 모든 것과 관계를 끊는다. 그 ‘세
간’에는 흔히 알려져 있듯 부모-자식 관계 뿐 아니라, 왕이나 국가체
제와의 관계도 포함된다. 따라서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바는 세간의
律이 아니라 출세간의 律인 것이다.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조선의 조정이 승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를 살피기
전에, 승의 원론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전 사회에서 이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 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인도에서는 승과 같은 출가 수행자가 용인되는 문화였다면,
중국 등의 동아시아는 ‘출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불교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압도적인 사상이자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는 애초에 없던 존재인 ‘출가자’의 증가에 대해 고민해

20

야 했다. 출가자가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출가’,
‘출세간’이라고 불리듯, ‘세간에서 나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세간에 속하지 않으므로 속세의 통치규범이 아닌, 출세간인
승단의 율을 따르고자 하였다. 출세간인 승은 세간의 통치자에게 예
경하지 않는다는 《沙門不敬王者論》6)은 그러한 ‘출가자’들의 원론적인
입장을 잘 보여준다.7)
이러한 출가교단의 입장은 단순히 통치자에게 절을 하는가 마는가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그들이 출세간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간의 통
치체제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출가자들이 출가 전 세속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무들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통치체제가 갖추어진 세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출세
간이 스스로 출세간이라고 주장한다고 출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세간의 통치체제가 그들이 출세간임을 인정해 주어야 세
간의 현실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세간의 현실적 속
박이란 예컨대 세간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 군신관계를 비
롯한 여러 세간의 위계, 國役의 의무 같은 것들이다.
과거 불교를 존숭하던 동아시아 사회는 승이 출세간의 존재임을 알
고 인정하며 존중하고자 하였다. 승이 죄를 지었을 때 세간의 사람들
보다 가볍게 처분한다든가, 승에게 역 면제와 같이 세간의 의무를 제
하는 특권을 주는 것은 이미 중국 당나라 초부터 제도화되어 있었

6) 慧遠이 403년 저술하였다. 沙門은 方外의 士[世俗의 밖에 있는 자]로서 국가권력
의 밖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전통의 예경 질서와 외래의 종교로서
불교의 대립이 드러난다. 橫井克信, 2010 〈王法と佛法〉 《佛敎の東傳と受容》, 佼
成出版社, 325쪽
7) 세간을 떠난 존재에 대한 세간의 통치가 가능한가, 세간을 떠난 존재가 세간의 왕
에게 예경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불교가 보편적 사상으로 자리잡아가던 동아시
아사회에서 심각한 논의대상이었다. 출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왕에 대한 예경은
승속 간에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던 것이다. 동진의 사문 慧遠의 《沙門不敬王者
論》, 北魏의 사문 法果의 ‘황제는 當今의 如來’ 등의 주장(에릭쥐르허, 1959,
202-239쪽; 가마다 시게오, 정순일 역, 1996, 중국불교사, 경서원, 72-92쪽)은 그
러한 갈등을 잘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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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대체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불교가 확산됨에 따라
교단은 국가 체제 아래로 예속되어 간다고 평가되나, 이 체제를 이해
할 때 정책 집행자들이 불교 교단의 재가자에 속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불교를 존숭하는 사회가 세속 통치체제 내로 출가교단을 포
섭하는 일은 교단의 비판을 마주하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말여초 僧統制에서 僧錄制로의 변화를 기
억할 필요가 있다. 세속권력에 의한 불교 교단 통제라는 의미가 강했
던 僧統制가 불교 사무를 장록하는 실무적 성격의 僧錄制로 전환해
간 것9)은 불교를 숭상하는 세간이 출세간의 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고 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가 불교 수용 후 승을 통치체제
내로 어떻게 포섭하였는가는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문제
이다. 특히 불교를 숭상하는 사회가 ‘출세간’이 된 승을 세간의 법으
로 대우하고 처분하는 방식은 해당 시대와 사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승은 출세간이면서도 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사회는 불교를 널리 숭상하였다. 《고려사》에 중국의 釋老志와
같은 불교 관계 제도를 정리한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10)
《고려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불교 관계 제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
중 《高麗史》 刑法志 禁令의 경우, 내용의 1/4이 불교와 관련한 것으
로 그 차지하는 분량이 상당하다.11) 《고려사》 가 당이나 송, 원 등에
8) 諸戶入雄, 1990 《中國佛敎制度史の硏究》, 平河出版社, 294쪽. 貞觀9년 도승에 대
한 규정에 공식적으로 도승하여 僧籍에 오른 자는 徭役을 면제받는 특전을 인정
받고, 度牒을 받은 후 1년 동안 笞杖刑을 苦使로 바꾸어 받는 형법상의 특전을
부여받았다.
9) 남동신, 2005 〈나말여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현실》 56, 91쪽
10) 이와 관련하여 《高麗史》가 중국 정사체를 따랐으며 특히 《元史》를 기준으로 편
찬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변태섭, 1982 〈高麗史 編纂에 있어서의 客觀性의 문
제〉 《高麗史의 硏究》, 삼영사)과, 斥佛의 인식을 가진 조선초 유학자에 의해 사서
가 편찬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한기문, 2007 〈高麗前期 佛敎關聯 律令의 內容과
性格〉 《민족문화논총》 37)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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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불교 관련 조문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었음은 고려사
회가 중국에 비해 불교의 비중이 더 컸음을 시사한다. 고려에서 승에
대한 처분은 대체로 관대하며 우대를 전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12) 특
히 법적으로 승을 관료와 같이 규정하고 그 공적 지위를 인정하여,
고려의 승은 관료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된다.13)
뿐만 아니라 고려는 《사문불경왕자론》과 같이 승이 세속을 나간 존
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회였다. 이 경우 출세간의 존재인 승이
세속과 섞이는 세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가) 왕이 교서에서 말하기를, “僧人은 이미 출가하였으니,
마땅히 위로는 君王에게 절하지 않으며 아래로는 부모에
게 절하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그 나머지이겠는가? 지
금부터 僧과 俗이 서로 절하면 법대로 중하게 논하고,
비록 집에 거처하는 庸僧일지라도 官役에 차출하지 말
라.” 라고 하였다.14)

위 《고려사》의 기사는 이미 출가하여 출세간의 존재가 된 승인이
세속의 군주인 왕과 세속의 부모에게 절하지 말라는, 불교의 원론적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충선왕이 시정 개
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교서에서 불교계를 지적한 내용이다.15) 기사의
내용상 승인과 속인이 서로 절하고 승을 관역에 차출하는 사건이 있
어 이를 엄히 금하고 있는데, 청정과욕의 비구뿐만 아니라 여염에 섞
11) 이병희, 2005, 앞 논문
12) 고려시대 승 관련 법제와 관련하여 김영미, 2002 〈고려시대 불교계 통제와 율령
- 승려행동 규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67 ; 이병희, 위 논문 ; 한기문, 위 논
문 참조. 승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고려와 조선 간의 구체적인 차이와 변화는
중요한 논의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논고로 구명하고자 한다.
13) 이정훈, 2002 〈고려시대 지배체제의 변화와 중국률의 수용〉 《한국사론》 33,
10-11쪽
14) 《고려사》 권33 〈세가〉 충선왕 즉위년 5월 癸巳
15) 裵象鉉, 1998 《高麗後期寺院田硏究》, 國學資料院,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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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는 庸僧16)까지도 관역에 동원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이 조처
는, 충선왕 당시 권력층이 승을 차출하여 관역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批職을 남발하자, 이러한 현상을 엄단하기 위하여 내린 교서라고 해
석되기도 한다.17) 이 기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해당 조처가 숭불적인
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승속의 분리’이다. 승속이 서로 경계를 넘어 섞이는 것은 사회
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에 대한 경계로 출세간 승은 세간에서 나
간 존재라는 원칙을 재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불교적 맥락의 ‘출세간’이라는 의미는 조선시대에도 수용
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출세간’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
‘세속’ 혹은 ‘세간’의 對語로 이해되는 것이다. ‘출세간’이 ‘세간에서
나가다, 떠나다’라는 문장으로, 혹은 ‘세간을 벗어난 세계’라는 용어로
쓰이는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18)

나) 오대산 上人 敬敏이 인연을 따라서 서울에 왔는데, 돌
아가게 되었을 때 竹溪 安侯를 매개하여 近體詩 한 수
를 나에게 선사하며 정중한 뜻을 다하였다. 또 한마디
말로 전별 삼기를 구하며 말하기를, “세간과 출세간[世出
16) 일명 ‘居家庸僧’으로 불리는 이들은, 有妻僧, 帶妻僧 등과 함께 여말선초 기록에
서 보이는 일종의 ‘하급승려’로 보고 있다. 용어에서 드러나듯, 절이 아닌 자신의
집에 살며, 승복을 입지 않고 처자를 비롯한 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민들과 섞여 산다고 지적되던 자들이다. ‘거가용승 및 하급승려’와 관련하여
裵象鉉, 앞 책, 244-229쪽 ; 李炳熙, 2008 《高麗後期 寺院經濟 硏究》, 景仁文化
社, 124-136쪽 ; 양혜원, 2013 〈고려후기~조선전기 免役僧의 증가와 度牒制 시
행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4, 5-11쪽이 참조된다.
17) 배상현, 위 책, 214-216쪽
18) 간혹 불교와 무관한 글에서 ‘출세간’을 “어찌 죽음이 드리운 나이에 다시 세상에
나아가, 떠돌며 날을 보내다가 끝내 객지에서 죽음에 이르겠습니까?[豈當於垂死之
年 復出世間 流浪度日 終至死於旅寓哉?]”(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3월 7일 癸酉
4번째 기사)와 같이 ‘세상에 나아가다’, 혹은 ‘관직에 진출하다’라는 문맥으로 쓰
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세간에서 나가다, 떠나다’라는 뜻의 불교 용어로서
의 출세간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용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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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間]은 도가 이미 같지 않고 나아가고 숨는 것[行藏] 또
한 다릅니다......”19)
다) 하늘은 높고 일기는 맑으며 가을 벼가 들판에 가득하
니, 上人의 여행에 참으로 좋겠다. 상인은 出世間의 사
람으로 부처의 법을 배우며 티끌진 인간 세상을 비루하
게 여긴다.20)
라) 그 설(불교)은 대저 청정·과욕으로 세속을 떠나고 끊는
것[離世絶俗]을 종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은 반드
시 산으로 하고 먹는 것은 반드시 구걸하며, 세간을 초
월하여 나와서[超出世間] 스스로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
다.21)

위 세 기사에서 출세간은 세속을 떠난 존재라는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가)에서는 보통의 세상과 출세간이 對語로 쓰임을 볼 수 있다.
(나)에서 ‘上人’은 僧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그들은 ‘티끌진 세상을
비루하게 여기는 출세간의 사람[出世間人]’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에
서는 불교가 세속을 떠나고 끊는 것을 종지로 삼으므로, 그 무리는
세간을 초월해 나온 속박되지 않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기사들을 통해 조선시대까지도 불교와 그 무리인 승은 세속에서
나간 혹은 세간을 떠난 존재, 혹은 그래야 하는 존재라는 관념을 이
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불교 수행자로서의 승이 ‘세간을 떠나 깨
19) 《三灘先生集》 卷10 〈送敏上人還五臺山序〉, “五臺山上人敬敏 隨緣到京師 於其還
也 介竹溪安侯 贈近體詩一首於予 以致鄭重之意 且求一言以爲贐曰 世出世間 道
旣不同 行藏亦異.” 三灘은 조선전기 문신 李承召(1422~1484)의 호로, 그의 글을
모아 문집을 엮은 것이 《三灘集》이다.
20) 《虛白堂文集》 卷8 序, 〈送琳上人遊智異山序〉, “天高氣淸 秋禾滿郊 上人之行 亦
良吉矣. 上人以出世間人 學大雄氏法 鄙夷塵寰.” 《虛白堂文集》은 조선초 문신 成
俔(1439∼1504)의 문집이다.
21)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8일 己酉 3번째 기사, “其說大抵以淸淨寡慾 離
世絶俗爲宗 而居必山 食必乞 超出世間 而不自累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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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출세간의 수행자, 출가자’라는 당연한 전제를
무겁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승’이 출세간의 존재로 이해되어 왔다
는 점을 간과하면, 조선사회의 승을 이해하는 일도 요원하기 때문이
다.

출세간의 僧은 불교 교단을 이루는 요체이다. 불교의 세 가지 보배
인 佛·法·僧 중 현실의 수행자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 존재이다. 그
러므로 승에 대한 국가의 처분은 해당 사회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반
영한다. 정책 집행자의 집단 안에 불교 교단의 재가자로 포섭될 수
없는 자의 비중이 높아질 때, 또 그러한 불교적 정체성이 정치적 정
당성을 갖지 못할 때 비로소 승의 처분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불교에 대한 고려와 조선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면 ‘출세간의 승’에 대한 입장에서도 차이가 생기리라 본다. 현실
을 반영하는 법전에, 승에 대한 대우와 그 처분의 차이가 제도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2) 度僧과 度牒의 의미
‘度僧’이란 무엇일까?
‘도승’이란 선행연구에서 ‘得度爲僧’의 줄임말이라고 정의한 바 있
다.22) ‘도승’이란 ‘국가에서 출가를 허용하여 승려 되는 것을 법적으
로 인정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용어’23)라는 것이다. 이를 좀 더 부연
해 보면, ‘得度’는 ‘度를 얻는다’는 의미로 출가하였다는 뜻으로 종종
22) 김영태, 1995 〈조선전기의 度僧 및 赴役僧 문제〉 《佛敎學報》 32, 1쪽. 여기서는
度僧과 得度, 得度爲僧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 위 본문에
서는 김영태의 설명을 전제하고 산스크리트어의 어근과 용례 등을 곁들여 부연을
한 것이다.
23)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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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다. 그런데, ‘度’에는 원래 ‘건너다[渡]’라는 의미가 있다. 산스크
리트어로 ‘건너다’라는 뜻의 어근인 ‘tṝ’24)의 사역형 ‘tārayati’의 번역
어25)이니 정확히 하면 ‘건너게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26) 불교에서
‘건너다’라는 것은 불교의 교화를 입어 저쪽 언덕[彼岸]으로 건너간다
는, 즉, 깨닫는다는 의미이다.27) 이 뜻이 변하여 ‘得度’는 머리 깎고
승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맥락을 종합하여 ‘도승’
을 글자 그대로 풀면 ‘승으로 건너게 하다’가 된다. 즉, ‘승이 되게 하
다’의 의미인 것이다.28) 요컨대 ‘度僧’은 나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
라 승을 출가시킨다는 의미의 제도적 용어이다.
조선이 제도적으로 출세간을 관리하려 한 방식이 바로 위와 같은
度僧制이다. 《經濟六典》이나 《經國大典》과 같은 조선의 법전에서는
度僧의 법이 명시되어 있다. 《경국대전》의 경우 그 해설서인 《經國大
典註解》29)에서 ‘度僧’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고 있다.
度僧 : 度化也. 化民爲僧也.30)
24) 1899, Monier-Williams Sanskrit-English Dictionary, “तॄ [tṝ] : To cross
over, cross.”
25) 《望月佛敎大辭典》 4권, ‘得度’ 참조
26) 《大般涅槃經》 (T0007_01.0204a21) “最初説法度阿若憍陳如等五人.” 즉, 처음 법
을 설하여 아약교진여 등의 다섯 사람을 건너게 하였다(깨닫게 하였다)는 의미이
다.
27)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는 현세, 이쪽 언덕[此岸]에서 번뇌와 미혹을 벗어난 깨달음
의 세계, 저쪽 언덕[彼岸]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유명한 ‘到彼岸寺’라
는 절 이름의 ‘도피안’도, ‘저 언덕[깨달음]에 이른다’라는 뜻인 것이다.
28) ‘승이 되게 하다’라는 의미의 용례는 각종 사료에서도 쉽게 찾아진다. 《삼국사
기》 권9, 〈신라본기〉 9, 경덕왕 5년 4월, “度僧一百五十人.” ;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2, 침류왕 2년 2월 기사에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 《고려사》 권4,
〈세가〉 4, 현종 9년 윤4월, “修開國寺塔 安舍利 設戒壇 度僧三千二百餘人.” 등
29) 1554년 간행된 《경국대전》의 주석서이다. 대전의 내용 중 해석의 논란이 있는
조문에 대한 공식 주석서와, 이를 포함하여 난해한 용어를 설명한 주석서가 있는
데 전자를 前集, 후자를 後集이라고 부른다.(鄭肯植, 2009 〈경국대전주해의 편찬
과 그 의의〉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7쪽) 후집의 서문에 의하면,
법을 시행하는 데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뽑아내 아뢰어 임금이 친히 결정한 내
용을 수록한 것이 전집이고, 임금에게 아뢰지는 않았으나 아울러 인쇄, 반포하여
참고하도록 한 것이 후집이다.
30) 《經國大典註解》(後集) 〈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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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度’는 화하는 것, 즉 바뀌다, 변화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따
라서 ‘度僧’이란 ‘民을 바꾸어 僧으로 삼는다’는 뜻이 된다.31) 이렇게
보면 법전에 실린 도승의 조항이란, ‘민’을 ‘승’으로 바꾸는 절차를 수
록한 것이 된다.
조선의 법전은 국가가 출세간인 승을 무엇 때문에 관리하려 하였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법전 내의 <禮典> 度僧
의 조항에는 度牒을 주는 절차만 수록되었을 뿐이다. 조선이 법적으
로 僧이 되는 절차를 명시하여 대전에 수록한 까닭에 대해, 승이 갖
는 독특한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승은 出世間이다. 불교적 입장에서 승이 된다는 것은 世間을 떠난
수행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곧 승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신분에 소속되
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세속적 의미가 아니라 신분이나 직업으로 구분
되는 세속을 떠나[出世間]간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尊卑의 신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원론적 출세간의 의미가 관철되기는 어
렵다. 결국 세속의 국가는 王化가 미치는 통치체제의 큰 틀 내에서
‘제도적 출세간’의 범주를 설정하게 된다. 세속의 제도에서 ‘僧’의 개
념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도첩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경제육전》이나 《경국대전》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육전》에서는 ‘양반 자제’에게만 도첩 발급을 허락하고
있으며 《경국대전》에서는 신분제한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졌으나 佛經
의 암송을 시험하여 쉽게 도첩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도
승의 절차를 통과하여 도첩을 받고 출가한 자는, ‘제도적 출세간’으로

31) 鄭肯植, 田中俊光, 金泳奭, 2009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화’를 ‘교화’로 해석하였다. ‘化’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된다는 뜻을 갖는
글자인데, 흔히 ‘변화’ 혹은 ‘교화’ 등의 의미로 쓰인다. ‘度僧’의 경우, 조선시대
법전에서 民을 ‘교화’하여 ‘僧’으로 만든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
각된다. ‘化’의 의미를 그대로 취하여 법적으로 ‘民’에서 ‘僧’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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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간의 신역이 면해지는 존재였다.32) 조선초의 ‘제도적 출세간’은
양인으로서 져야 할 군역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었던 것이
다.33) 이와 같이 승이 출세간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선
이 제도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
면, 승이 역을 지지 않으므로 賤이라는 식의 오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조선초 법전들의 ‘度僧’ 조항을 볼 때, 제도적으로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백성을 僧으로 만드는 규정을 법으
로 정한 것은 도승 절차를 따라 승이 된 자는 승이 되기 이전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간은 다시 良賤 등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이 출
세간은 원론적 의미의 출세간과 달리 王化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
다. 애초에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은 왕의 통치를 받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며, 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34)
출세간이 될 자격과 한계가 도승의 제도로 설정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출가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출세간을 자임한다 하더라도 제도적
으로 출세간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즉 ‘제도적 출세간’은 불교 교리
에서 설명하는 원론적 출세간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으로 어떤 자가 僧이 될 수 있는지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이같은 사실은 《실록》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조선초 도첩을 지닌 승이 역
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韓㳓劤,
1993 《儒敎政治와 佛敎》, 一潮閣 ; 權延雄, 1993 〈世祖代의 佛敎政策〉 《震檀學
報》 75 ; 劉承源, 1987 《朝鮮初期身分制硏究》, 乙酉文化社 ; 윤용출, 1998 《조선
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우영, 앞 박사논문 등과 같은
연구 성과들에서도 누차 언급된 바 있다.
33) 우리 역사상 賤口의 출가가 가능하였는가는 논란이 많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
운 면이 있다. 다만 조선초에 한정하여 보았을 때 도승제에 의한 천구의 출가는
적어도 《경제육전》 규정에서는 불가하였으며 《경국대전》 단계에서도 다수였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내용은 Ⅱ-Ⅲ장에서 이어 다루도록 한
다.
34) 신명호, 1998, 《조선의 왕》, 가람기획, 84쪽 ; 조우영, 앞 박사학위논문, 46-56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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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한 번 출세간과 도첩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승이나 도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온 까닭은
당시인들이 전제하는 출세간과 도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첩을 받은 도첩승은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
법전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더욱 모호하게 이해
해온 경향이 있다. 혹자는 조선초에 승이 되면 모두 도첩을 받는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타당한 이해로 보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도첩은 누군가 승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었다. 도
첩은 출가자 가운데에 조건에 맞는 한정된 대상에게 발급되었다.
《실록》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도첩제를 어떤 의미로 시행
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을 잡아낼 수 있다.

가) 史臣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승인을 금하는[禁約僧人]
방도는 도첩 뿐인데, 도첩이란 승인이 출가하였다는 信
標이다[度牒者, 僧人出家之信也].”35)

위 기사는 세조가 출가하는 법이 자세함에도 피역자들이 어떻게 승
이 되는 것인지 아뢰라는 御書에 대해 사신이 논한 것이다. 사신은
도첩제를 승인을 금하는 방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첩을 ‘승인이 출
가하였다는 신표[度牒者 僧人出家之信也]’라고 정의하고 있다. 출가하
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출세간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며, 도첩은 그 사
실을 제도적으로 증빙해 주는 문서였다.
흔히 조선의 도첩을 ‘승의 신분증명서’ 정도로 해석하곤 하는데, 도
첩은 그 소지인이 승이라는 단순 증명서가 아니다. 적어도 조선시대
의 도첩은 그것을 지닌 승이 국가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세간에서 나갔
음을 증빙하는 ‘제도적 출세간의 증서’였다. 국가가 발급한 도첩을 가

35)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6일 戊午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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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승은 제도적 출세간의 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국가가 부과하는
신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때문에 도첩 발급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이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임의로 출가한 모든 승이 도첩을 받을 수 없
었다. 이것이 도첩의 발급 주체가 세간, 즉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유이며, 많은 사람들이 도첩을 갖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이해에 즉하여 조선의 도첩제를 다시 따라가 보자.
국가가 인정한 ‘제도적 출세간’의 증서인 도첩을 가진 승, 즉 ‘도첩
승’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직접적인 언급은 드물지만 《실록》 등
의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다. 도첩승은, 몸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역을 공식적으로 면제받는 존재들이었다.36) 세간
의 통치체제가 규정한 역을 도승이라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 빠져나왔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간의 역에서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조선의 승은 역이 면제된다고 언급해 왔다.
그러나 어떤 역을 어떻게 면제받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
다. 신분제 차원에서 승을 다룰 경우, 승은 국가에 대한 아무런 권리
도 의무도 없는 존재로 표현된다. 즉 군역에도 동원되지 않고 사환권
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승과 비슷한 부류로 巫覡이 지목되기도
한다.37)
그러나 승이 역을 면제받는 것은 무격과는 본질적으로 맥락이 다르
다. 《經濟六典》 禮典 度僧 조항에서 드러나듯 법전은 ‘양반 자제’가
도승 과정을 통해 도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조선초
‘양반’은 조선 후기의 양반과 달리 관직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
서 도첩을 받을 대상은 ‘승이 되기를 원하는 관인 자제’라고 할 수 있
다.38) 즉, 무격과 달리 도첩승은 국가가 제도로 그 자격과 조건을 지
36)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3번째 기사
37) 유승원, 위의 책, 104-108쪽
38) 관련한 내용은 Ⅱ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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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지식, 출가 나이와 성별, 규모를
통제하려 하였다. 또한 무격은 세습되는 데 반해, 승은 독신의 비구를
상정하므로 세습도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도첩승에 대
하여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을 둘 수 있는 것이다.
“民은 몸이 있으면 역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으려는 자는 반드시
도첩을 받아야 비로소 허락한다.”39)고 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가 출가
자를 어떤 존재로 보았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
다. 바로, 세속에서 모든 民은 身役이 있는데 머리를 깎고 나면 그렇
지 않다는 것이다. 즉, 머리를 깎으면 세속의 민이 당연히 져야 할 신
역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이른바 ‘출세간’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당
시인들이 승은 출세간의 존재로서 세속의 신역에서 벗어난다고 전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선입견에서 벗어나 조선의 승을 이해하
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지점이다. 이들은 신공을 바치되 군역을 지지
않는 賤이나, 軍役과 仕宦에서 모두 배제되는 巫覡과 같은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어떤 사람이 승이 되면, 관습적으로 신역에서 벗
어나는 존재로 간주되어 지방관들은 그들을 굳이 추쇄하고자 하지 않
았다.40) 또한 그들에게 도첩이 발급되면 공식적으로 세속의 신역에
차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즉, ‘제도적 출세간’인 도첩승이 세속
의 신역을 벗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전이었던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조선에 도첩승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
실이다. 오히려 도첩승보다 도첩을 갖지 않은 무도첩승이 훨씬 광범
위하게 존재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개개인의
출가 행위 자체를 제도로서 통제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도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계를 받아
출가하는, 이른바 私壇에서의 출가[私度]가 성행하였다. 사사로이 출
39)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3번째 기사
40) 이와 같은 풍조가 팽배하였음은 양혜원, 2013, 앞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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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승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며 국가가 그 출가 행위까지 제한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사사로이 출가한 경우 도첩을
받지 못하여 ‘도첩승’이 될 수 없을 뿐, ‘승’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
승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으로 출가하여 도첩이 없는 이들 승이
바로 ‘無度牒僧’이다.
따라서, 조선의 도승제도 하에서는 도첩을 가진 승만 역에서 제외된
다고 규정한 것이므로 모든 승이 법적으로 역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
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승 중에 도첩승만 공식적으로 역에서
제외되도록 하며 무도첩승은 제도적으로 면역의 한도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첩의 중요한 의도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랜 전통의 결과로 나라 사람들에게는 ‘승’ 자
체가 출세간의 존재로서 세간의 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출세간의 승은 세간의 역을 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對妻僧人을 환속
하는 법이 이미 세워졌는데도 수령이 잠시도 致意하지
않아서 오랜 폐단을 그대로 좇으니, 비단 僧家를 오염시
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軍籍이 날로 감소하니 조그마
한 연고가 아니다. 또한 이것은 관찰사가 먼저 힘써서
이룰 바를 살피지 않음이니 경은 마땅히 다시 더욱 살펴
서 모두 추쇄하여 아뢰어라.” 하였다.41)
다) 앞서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어 보건
대 ‘근래에 비록 度僧은 아니라 하더라도 군역을 괴롭게
여겨서 몰래 숨어서 머리를 깎는 자가 많다. 그 법을 어
기고 승이 된 자를 환속시켜 역에 차정하는 법이 자세하

41)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6월 10일 癸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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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관리가 태만하여 거행하지 아니
하니, 그것을 거듭 밝혀서 거행할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
라.’고 하였습니다.42)
위의 기사 나)는 세조 8년(1462), 다)는 성종 23년(1492)의 기사이
다. 나)는 대처승을 환속시키라고 하는데도 수령들이 관례적으로 이들
을 추쇄하지 않아 군적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다)는 국가에서 정한 度
僧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출가하여 도첩이 없는 승들도 관
리들이 잘 추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서 지속적
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는 엄연히 도승법이 있음에도 담당 관리들이
관례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도첩을 받지 않고
출가하는 자나 계행이 없는 대처승같은 승도 역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군액이 줄고 있었다. 이는 법의 엄정한 규정에 비해 당시 사회
분위기는 출가자에게 너그러웠음을 짐작케 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출세간’은 세간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관념에서 기
인하는 면이 있다. 더불어 세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임금의 통치체
제와 부모의 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으로 이어진다.

라) 사간원에서 시무 몇 조목을 올렸다.“......佛氏의 道는
세간을 떠나서 속세를 멀리 하는 것을 宗旨로 삼습니
다.”43)
마) 僧人은 부모를 하직하고 출가하였으니 세속의 예에 따
라 祖業奴婢를 다투고 바랄 수 없다.44)
바) 예조에 교지를 내려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첩을
발급받아 출가입산 하였으니, 국가의 일에 관계가 없는
42) 《성종실록》 272권, 성종 23년 12월 7일 癸卯
43)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2월 8일 乙亥 2번째 기사
44)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6일 戊戌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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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분명하다......”45)

위 기사들은 불교의 도는 속세를 멀리 하는 것이므로 출가한 자는
부모의 일에도 국가의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
다.
애초에 ‘승’의 의미에 출세간으로 신역에서 빠진다는 강력한 전제가
없다면 무도첩승이 문제가 될 이유도 없다. 따라서 나라의 법에서는
도승제를 두어 도첩을 줄 뿐 어떤 조문에 의거하여 도첩승이 역에서
빠져나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려말 이래 수차례 이어지는 도
첩제의 개정과 闡明은, 승은 출세간이라 모두 신역에서 빠져나간다고
여기는 현실을 비판하고, 실은 도첩을 가진 승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다음 장에서 살필 《경제육전》 도승에서는 ‘양반 자제’라는 신분을
한정하고 복잡한 절차와 비싼 정전가를 규정하였다. 더하여 《경국대
전》 도승에서는 신분 제한을 드러내지 않아 얼핏 완화된 것처럼 보이
나, 국가가 세 가지 한문경전46)을 지정하고 그것을 암송해야 한다는,
학문과 글자를 익힐 수 없는 층은 도첩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장
치하였다. 도첩제는 고려말 시작된 이래 시간이 흐를수록 도첩의 발
급의 절차를 까다롭게, 도첩이 대량으로 발급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강
화되어 갔다. 때문에 도첩을 당대인들 스스로 ‘승이 되는 것을 막고
금하는 법’이라고 평가하였던 것이다.47)
승이 출세간의 존재로 역에서 빠진다는 대전제가 있었고, 고려후기
이래 출가가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은 그 ‘승’의 범위를 좁히
고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도첩제를 시행하고 그 발급을 규제하여 공
45)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1월 1일 壬子 1번째 기사
46) 《心境》《金剛經》《薩怛陀》. ≪부록 2≫ 《경국대전》 조문 3-2 참조
47)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己亥 3번째 기사 ; 《단종실록》 11권, 단
종 2년 7월 12일 辛酉 1번째 기사 ;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6일 戊午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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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출세간의 규모를 제한하려 한 것이다. 승이 출세간이라는 사실
이 바로 국가가 승을 규제해야만 하는 이유이며, 도첩 발급의 주체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한편, 도첩의 법은 광범위한 출가 현실과 관련이 있으나 출가자 모
두를 피역자들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부분은 좀 더 섬세
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 출가의 요인에서 면역 외의 요인을 배
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승이 되는 요인에서 개인적 숭불이
나 승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요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간과
하고 국가 부역체제의 관점에서만 파악하여 출가 현상을 피역으로 파
악하거나, 승도나 절을 역에서 도망간 도둑 소굴로 보는 시각은 지양
할 필요가 있다. 조선초기 광범위한 사회 현상을 불법과 일탈로 해석
해 버리기보다,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천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도첩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승이 증가
하는 까닭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육전》과 《경국
대전》, 아울러 당대의 병행되는 제도들을 함께 고찰할 때 구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불어 출가 유인 요인으로 지적할 점은, 출가자는 고려조에서는 사
회적 존숭을 받으며 그 나름의 위상이 있는 집단이었으며, 조선초에
는 백성들 사이에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숭불사회에서 승은 세속의 더러움을 떠나 진리를 탐구하는 수승한 존
재이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福田이 되므로 불교의 세 가지 보배
중 하나이다. 이같은 사회 관념 때문에 민간에는 아직도 출가하면 명
예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사) 승인은 군역이 가해지지 않고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있
으며, 처자는 인연하여 보존할 수 있고 錢財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에 모두 사모하고 추창하니 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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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군정이 차역에서 도망하여 면하려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적들도 또한 거짓으로 승의 모습을 해서 그 몸
을 비호합니다.48)

성종 2년의 위 기사는 승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사람들은 승이 되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도 좋은 일
이며 재산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언급은 이 시기
사람들이 ‘승’에 대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관념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관인층 자제의 출가는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승이 한 명씩 배출되었
다고 하여 출가 계층의 지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려말 문인
백문보는 출가 규제에 대해 건의하면서, “사부는 아들이 하나 있으면
또한 모두 출가시킵니다[士夫有一子 亦皆祝髮]”라고 하여 광범위한
士夫의 출가를 지적하기도 하였다.49)
승과 관련한 위와 같은 인식은, 승이 형벌에서 제외되거나 가벼이
처벌되는 특혜를 받아 왔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제 흥천사와 흥덕사 두 절에서 만일 (승도를) 잡아다
가 심문할 일이 있거든, 取旨한 뒤에 句問하도록 하라.’
하셨으므로, 대간의 사령들이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승도들은 이미 八議가 아닌데 반드
시 왕지를 받든 뒤에 구문할 것이 없사옵니다.50)

위 기사는 세종대 흥천사에서 안거회를 열은 승도를 처벌하려 하였
는데 세종이 못하게 하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상소한 내용 중 일부
48)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6월 8일 己酉 3번째 기사
49) 고려시대 관인의 출가와 관련하여 한기문, 1998 〈住持制度와 그 운용〉 《高麗寺
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82~185쪽 ; 2010 〈고려시대 僧侶 出家 양상과 사
상적 배경〉 《한국사학보》 40 참조.
50)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己亥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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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승도는 이미 팔의가 아닌데 왜 함부로 잡아다 심문할 수 없느
냐는 것이다. 여기서 팔의란, 조선시대 법을 어겼을 경우 이에 해당하
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조정 중신들의 評議를 거쳐 형량을 경감
받는 조선시대 여덟 종류의 특권 계층을 의미한다.51) 이는 원래 승은
팔의에 해당하는 존재인데 이제는 아니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 언
급은 앞서 백성들이 승인은 죄가 있어도 면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
과 맥락이 통한다. 승은 전통적으로 죄를 지어도 가볍게 처벌받거나
면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는 관인자제 및
士夫와 같은 상층의 출가가 일반적이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한
다.
또한 출세간은 세간법에 상대적으로 덜 구속되는 경향이 있던 것으
로 보인다. 다음의 기사를 이어서 보자.

자) 이극돈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尼僧 湛淨이 장령 李
陸이 李封의 청을 따랐다고 무고하였는데 의금부와 승정
원에 명하여 이미 이육의 죄가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청컨대 담정의 무고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담정은 무고죄에 처해야 마땅하나 니승
을 꼭 처벌해야 하느냐?” 하였다. 이극돈이 다시 아뢰기
를, “담정은 비록 니승이라고 하나 세속 일을 잊어버리
지 않고 관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어찌 니승으로 대우
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이제 담
정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징계함이 없게 되면, 대간에서
어찌 주장을 펴서 직책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죄를 주소서.”52)
51) 신명호, 1996 〈조선초기 八議와 형사상의 특권〉 《청계사학》 12에서, 八議는 議
親·議故·議功·議賢·議能·議勤·議貴·議賓을 말하는데 모두 '평의한다'는 의미의 議가
들어가서 붙여진 용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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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예종 1년 金三老의 孼妹인 니승 담정이 속가의 노비를
물려받기 위해 이육을 무고한 사건이었다. 담정의 무고가 밝혀져 처
벌하려 하자 예종이 출가한 니승을 꼭 처벌해야 하겠는가 하고 묻자,
이극돈은 출가했으면서 세속의 일에 관여하여 소송까지 일으켰으니
죄가 밝혀진 이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세간을 세간의 법
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겠냐는 예종의 언급이나, 세속의 일에 관여하
였으므로 니승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이극돈의 논리 역시 앞에서 살
펴본 사례들과 유사하다.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하고 출세간의 승은
세속의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승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치밀한 度僧의 법제에도 불구하고 법
이 현실에서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앞서 제시
한 기사 나) 다)에서 보았듯, 현실에서는 관리들이 관습적으로 무도첩
승을 추쇄하지 않고 있었다. 즉, 도첩의 법이 미비하였다기보다, 법을
집행하는 관인들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첩승만 제
도적 출세간으로 제한하려 하였으나 그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까닭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군역 부과에 있어 定額制가 시행되어 無役者가 용인되는 조선
의 상황은, 관례에 따라 무도첩승이 적극적으로 추쇄되지 않은 현실
에 대한 일말의 이해를 제공한다. 즉, 이 시기 무도첩승이 줄지 않았
던 까닭은 도첩제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승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군역 차출 방법, 행정력 등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군역의 징발은 정액제에 따라 민의 일부만 동원되고 있었으므로, 승
뿐 아니라 보통의 양인들도 구실만 있으면 군역에서 빠지고자 하였
다.53) 호구제 개혁의 결과로 군액이 급증한 세조대의 상황은54) 정액
52)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25일 乙亥 1번째 기사
53) 조선초기에 있어 개역제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신분적 차대와
무관한 것들이었다. 정액제는 개역제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나, 盡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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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 군액의 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의 승은, 당시 백성들의 인식상 역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재산과 명예도 뒤따르는 지
위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다. 역을 면하기 위해 출가하는 경우도 있
겠으나, 승이 되면서 따라오는 여러 부수적인 이점들 역시 있었으며,
그 이점은 기존 사회에서부터 통용되던 관습이었다. 이로 인해 이 시
기 출가의 선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었는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
각되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승에 대한 인식은, 세속에서 나간 출세간
으로서 세속의 법과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존재였음을 상정하고 있었
다. 조선초의 출가자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잔존하는 상황 하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출세간과 도첩이 갖는 이상과 같은 성격으로 미루어, 도첩과 관련하
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불교적으로 볼 때는 양반
자제가 출가하든 公私賤이 출가하든 출가 후에는 승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세속에서 신분과 다양한 귀천의 구별을 갖던 존재들이라도
출가 후에는 그러한 차별이 사라진다는 것이 불교의 교리이다. 그러
나 신분제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이 교리의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세속법으로 ‘도승제’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설
치하여, 법으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만 제도적 출세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조선의 경우 《경제육전》에서는 특정
현실적 어려움과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 그
렇다고 정액제가 신분적 우열에 의해 지배층을 제쳐두고 평민만을 선별적으로 초
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재력이나 人丁이 많은 家戶에서 우선적으로 초정하
고, 別戶인 경우 정군도 봉족보다 여유 있는 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유승원, 1987 《조선초기신분제연구》, 乙酉문화사, 104-105쪽 ; 민현구,
70-81쪽 ; 김광철, 1979 〈조선전기 양인농민의 군역〉 《釜大史學》 3 참조)
54) 임용한, 2012년 〈군역제도와 신분제〉 《한국군사사 조선전기》, 456쪽, 세조대에
호패법을 실시하고 군적 개정을 통해 군역을 지지 않던 인정을 찾아낸 결과 군적
에 등재된 호구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수가 충청도가 2만에서 11만호,
경상도가 4만에서 30만호로 격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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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과 재력을 기준으로 삼았고 《경국대전》에서는 佛經에 대한 소양
과 재력 등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출가는 자의적으로 하더
라도, ‘제도적 출세간’은 나라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될
수 없었다. 이것이 신분사회 조선에서 도첩이 갖는 특수한 성격이다.
이같은 도첩의 특성은 불교적 맥락에서 출세간 승의 개념을 차용한
결과였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도첩을 받는 조건이 까다롭게 규정되
는 까닭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3) 僧徒 수의 두 가지 층위
출세간으로 세속의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승의 특성은 세속에서 불
교를 비판할 때 거의 매번 거론되는 문제의 핵심이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승의 출세간적 특성은 세간의 통치질서를 추구하는 관
료들에게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숭불의 기조가 강한 사회에서 승은
마땅히 공양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나,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사회의 잉여가 불교계로 흡수되므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출세간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四民의 밖에
있다’는 표현으로 드러났다.

가) 《대학》의 生財 一節을 강하다가,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의 백성은 士農工商 뿐이었다.” 하니, 사관 閔麟生
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지금은 遊手는 많고, 재물을 만
들어내는 백성은 적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유수가 참 많다.” 하니, 인생이 말하기를, “유
수는 異端과 같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55)
55) 《태종실록》 1권, 1년 윤3월 23일 壬子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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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 농, 공, 상의 四民 밖에 있으면서 사민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승도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허황한
말을 고취하여 조정과 민간을 속이고 유혹하며 善緣을
칭탁하여 방자히 재물을 탐하오니 실로 국가의 좀벌레이
오며 생민의 害蟲입니다. 역대 이래로 얼마나 남의 나라
와 천하를 그르쳤습니까.56)
다) 이른바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열 사람이 밥을 먹
고, 한 사람이 길쌈을 하는데, 열 사람이 옷을 입는 셈이
니, 어찌 백성이 배고프고 춥지 않겠습니까.57)
라) 이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으며, 賦稅에서 도망
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좀먹으니, 이들을 도태시킨 뒤에
야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58)
마) 무릇 남자는 밭 갈고 여자는 베 짜는 것은 천하의 큰
일입니다. 士農工商이 각자 그 일이 있는데 어찌 밭갈지
않고 먹으며 누에치지 않고 입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
까. 오늘날의 승도는 대략 모두 征徭를 피하고 租賦에서
도망쳐 손을 놀리며 놀고 먹으니, 실로 국가의 해충이요,
백성의 큰 독충입니다.59)

위 기사들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모두 비생산층인 승에 대한 비판이
다. 승은 士農工商의 四民에 속하지 않으며 사민 중 農工商의 생산을
먹고 쓰기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
는 존재는 士뿐이다. 이 논리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니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遊手遊食의 대명사는 바로 승이다. 손을 놀리는 ‘遊手’의

56)
57)
58)
59)

《세종실록》
《세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85권,
12권,
85권,
75권,

세종
세종
세종
성종

21년 4월 19일 丙申 5번째 기사
3년 7월 2일 壬戌 5번째 기사
21년 4월 18일 乙未 4번째 기사
8년 1월 13일 壬子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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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라는 표현을 혹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승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나, 위 문맥에서 이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승이
‘遊手’의 존재라는 것은 그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세속의 역
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며, 세속의 역이란 양인의 경우 군역을 지칭
한다.
‘遊手’는 그 지칭 대상을 살피면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조선전기
遊手는 압도적으로 僧을 지칭하지만, 조선후기의 遊手는 대부분 군역
을 회피하는 양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군역에서 제외되는 사회
적 특권층이 누구인지 ‘유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
전기 그 특권을 누리는 한 축은 ‘승’이었다.60)
한편 놀고먹는다는 ‘遊手遊食의 승’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생산 활동
에도 종사하지 않는 승이 세속의 소출에 기대어 생활한다는 의미이
다. 급기야 승은 백성의 생산을 훔쳐 먹는 좀벌레, 도둑, 해충, 독충
등으로 폄하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이 ‘遊手遊食의 승’이라는 비판은 매우 식상한
주장이다. 불교에서 출가자는 원래 노동을 하지 않고 구걸(탁발)을 통
해 기본적인 衣食을 해결하며 재가자에게 법을 가르쳐주는 집단이고,
재가자는 재물의 시주를 통해 출가자들을 봉양하고 그들에게 깨달음
의 교화를 받는 집단이다. 승의 생산 활동은 애초에 계율로 금지되어
있는데, 온전히 재가자의 財施에 의지하는 승의 존재는 불교가 중국
에 전래된 직후부터 제기된 불교 비판의 주된 대상이었다. 아래 韓愈
의 주장을 보자.

60) ‘遊手’로 실록 원문을 검색하면 131건의 기사가 검색되는데 그 중 숙종 이후의
기사는 12건으로 많지 않다. 遊手와 관련하여 僧이 자주 언급되는 전기에 비해
후기는 관련 언급이 별로 없는데다, 후기의 遊手는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놀
고먹는 자들에 대한 언급인 경우가 많다. 이는 의미심장한 결과이다. 도첩제가 시
행되지 않는 조선 후기의 승은 遊手의 혐의에서 비켜나는 것이다. 양역의 폐단으
로 인해 양반이나 유생을 대상으로 한 戶布論이나 儒布論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 조선후기의 유수는, 군역을 기피하는 사족층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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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옛날의 백성 된 자는 넷(士農工商)이 있었는데 지금의
백성 된 자는 여섯(士農工商道僧)이다. 옛날의 가르치는
자는 하나(士)였는데 지금의 가르치는 자는 셋(士道僧)이
요, 농사짓는 집은 하나(農)이나 곡식을 먹는 집은 여섯
(士農工商道僧)이요, 물건을 만드는 집은 하나(工)이나
기물을 쓰는 집은 여섯이요, 물건을 파는 집은 하나(商)
이나 그것을 취하여 쓰는 집은 여섯이니, 어찌 백성이
곤궁하고 또한 도적질하지 않겠는가.61) ※ ( )는 필자 주

위 기사는 당나라 유학자 韓愈(768-824)의 글 〈原道〉에 나오는 승
에 대한 비판이다. 한유는 불교와 불교의 배척 논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위 한유의 글에 따르면 백성은
士農工商의 4종류가 있고, 생산하는 대신 가르치는 일을 하여 먹을
수 있는 자는 士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도교의 도사와 불교의 승이
더해지면서 여섯이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원래 농공상 셋이 생산한
것을 사농공상 넷이 나누었는데 이제는 사농공상에 道士와 僧의 여섯
이 나누어야 하니 백성이 곤궁해서 도적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
이다. 한유 주장의 요점은, 생산하지 않는 부류인 士·道士·僧 중 백성
을 가르치는 자는 士로 충분하며 도사와 승이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유의 위 글은 동일한 논리로 후대에 누차 반복되며, 조선까지 이
른다.62) 여말선초 배불론자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는 정도전 역시 한유
의 논리를 인용하였다. 아래 기사를 보자.

61) 韓愈, 《昌黎先生文集》 卷11, 〈原道〉 “古之爲民者四 今之爲民者六 古之教者處其
一 今之教者處其三 農之家一而食粟之家六 工之家一而用器之家六 賈之家一而資
焉之家六 奈之何民不窮且盗也.”
62)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2일 壬戌 5번째 기사. “昔韓愈作《原道》, 推明
堯、舜、三王之道, 深斥佛氏之非曰......” 이 기사에서 사간원은 한유를 직접 인용
하며 비생산층인 승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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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위로는 천자와 공경대부가 백성을 다스려서 먹고, 아
래로는 農工商賈가 부지런히 힘써 일해서 먹고, 중간에
선비되는 자는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경하고
선왕의 도를 지켜서 후학을 기다려 먹는다. 이는 옛날의
성인들이 하루라도 구차히 먹으면 안된다는 것을 안 것
이다. 고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각자 그 職을
가져 하늘의 양육을 받아서 그 백성을 방비하는 방도가
지극하였다. 이 대열에 들지 않는 자는 간사한 백성이어
서 왕법으로 반드시 주살하여 용서하지 말아야 할 자이
다.63)

정도전의 《佛氏雜辨》에 등장하는 위와 같은 주장은 한유의 것과 대
동소이하다. 농공상이 힘써 일한 생산물을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
는 士가 먹는 것은 당연하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승이 먹는 것은
구차한 일이며 간사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정도전은 그런 자들은 주
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친다. 그러나 정도전 스스로도
자신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당대인들의 언급에 대해, 간혹 사농공상이라는 사민의 범
주에 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승이 체제 밖의 존재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농공상의 ‘사민’은
조선에서 신분에 부합한 표현도 아니며 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도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선이 법제를 통해 도승법을 규정한 것을 보
아도 승을 체제 밖에 두고자 하였다는 주장은 재고를 요할 수밖에 없
다. 오히려 ‘제도적 출세간’의 명확한 범주와 한계를 체제 안에서 규
정하고 강력히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3) 鄭道傳, 《佛氏雜辯》 〈佛氏乞食之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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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처럼 개개인의 출가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려
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첩의 발급은 국가가 통제하더라도 무도첩승
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도첩을 갖지
않은 무도첩승은 국가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역을 면하는 존재가 아
니다. 다음 기사를 보자.

아) 예조에 전지하기를, “......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습속
에 젖어, 혹은 身役을 면하기 위하여 승이 된 사람이 자
못 많다. 전의 그릇된 점을 뉘우쳐 깨닫고 도로 俗人이
되고자 하여도 군역을 꺼려서 머리를 기르지 못하게 되
었다. 지금부터 비록 도첩이 있더라도 자원하여 환속하
는 자는 군역을 자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차정하지
말라. 그 본래 도첩이 없거나 혹은 거짓으로 도첩을 사
용하여 으레 환속해야 할 자가 만약 추핵을 기다리지 않
고 능히 스스로 환속하면 또한 위 항의 예에 의하여 군
역을 면하게 하고, 소재관사로 하여금 군역을 면하는 문
안을 주도록 하여 환속의 길을 넓게 열도록 하라. 壬子
년 11월 초4일 이후부터 도첩이 없이 승이 된 자는 군
역을 면제하는 한도에 있지 않게 하라.” 하였다.64)
자) 임금이 말하기를, “승도는 진실로 다 금지시킬 수 없
다. 그 중에 도첩이 없는 자는 이미 군대에 편입하도록
하였다.”65)

위 기사는 도첩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실에는 무도첩승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새로 출가하는 승의 제한도 중요하지
만, 이미 출가해버린 승에 대한 처분도 중요하다. 전자는 향후 생겨날
64)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4일 庚寅 3번째 기사
65)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9일 庚戌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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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지만 후자는 현재 이미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위 기사
아)에서 세종은 이들에 대한 일종의 구제책을 시행하였다. 도첩 없이
출가한 자들이 기간 내에 환속한다면 그들에게 군역을 면해주어 환속
을 유도하되, 기간 이후에는 무도첩승은 군역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첩이 없는 자들은 원칙적으로 환속의 대상이며 승이라도
도첩이 없다면 군역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도첩승의 규모는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증가
한 승의 규모와 관련하여, 조선전기 전국의 승도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승도 수를 언급한 기사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 그 규모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승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조
정의 논의도 빈번하였다. 당시 승도가 백성 중 얼마정도를 차지하는
지, 혹은 그 대략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살
펴보도록 하자.

차) 처음에 대사헌 朴經 등이 상서하기를, “......나라의 度
僧은 원래 정한 수가 없고 民 중에 僧이 10분의 3은 되
는데, 그 중 부역할 수 있는 자가 3분의 2는 될 것입니
다.”66)
카) (도승지) 현석규가 말하기를, “무릇 백성으로 군인이
된 자들은 軍裝과 衣糧을 준비하고 그 고통이 매우 심하
여 처자를 보육하지 못합니다. 僧徒는 따뜻하게 입고 배
불리 먹으며 처를 거느리고 자식을 키우며 자신은 한 가
지 役도 없이 제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도망
하고 역을 피하는 자는 모두 그리로 돌아갑니다. 병액이
날로 주는 것은 다만 이 때문입니다. 丁亥년에는 호패법
66)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2월 19일 癸未 2번째 기사, “初大司憲朴經等上書
曰......國家度僧 初無定額 僧之於民 居十之三 而其可赴役者 亦不下三之二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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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여 담당 관사가 民丁을 단속하였는데 그때 僧이
된 자들이 모두 14만 3천이었으며, 깊은 산에 숨어서 단
속되어 나오지 못한 자가 또한 그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
다. 丁亥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고 그 사이에 僧이 된
자가 또 5, 60만을 밑돌지 않을 것이니 이 때문에 병액
이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 산 중의 사찰에 사는 僧이 적
어도 十數를 밑돌지 아니하니, 만약 兵農으로 돌아가도
록 몰아낸다면 모두 튼튼한 장정일 것입니다.”67)
타) 掌令 丘致崐이 아뢰기를, “지금 승도들이 매우 많은데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으니 백성을 좀먹는 것이 심합니
다. 이들로서 군사를 충당한다면 군사가 어찌 늘지 않겠
습니까. 하물며 평안도 백성 가운데 僧이 된 사람은 다
른 도보다 곱절이나 됩니다. 청컨대 모두 찾아내어 군액
에 충당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僧徒는 진실로
다 금지시킬 수 없다. 그 중에 도첩이 없는 자는 이미
군대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구치곤이 아뢰기를,
“비록 군대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수령이 법을
모두 받들지 않아서 거짓으로 환속한 사람이 있고 혹은
官 내에서 役을 하고 군역에 차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丁亥년 호패를 줄 때 승도가 삼십여 만이었는데 이로 보
아 지금은 거의 사십여 만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
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많음에 이르겠는가?” 하였다.
구치곤이 말하기를, “금천 한 현으로 말하여도 정병이

67) 《성종실록》 68권, 성종 7년 6월 5일 丙子 3번째 기사, “ 碩圭曰, 凡民爲軍卒者
備軍裝衣糧 其苦甚多 不保妻子. 僧徒則煖衣飽食 對妻育子 身無一役而惟意所適.
故凡欲逃租避役者皆歸之 兵額日減 職斯之由. 歲丁亥 行號牌法 該司括民丁. 其時
爲僧者凡十四萬三千 隱處深山未括出者亦不知其幾. 自丁亥至今十年 其間爲僧者又
不下五六十萬 以此兵額不敷. 今山中寺刹居僧 少不下十數 若驅還兵農 盡是强壯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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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6명이나 寺社는 한둘로 셀 수 없는데 그 한 절
안에 승도가 십여 명을 밑돌지 않습니다. 이는 비록 40
여 만이라 말해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68)
파) 전 正言 丁克仁이 대궐에 나아와 상서하기를, “......양
종에 소속된 寺社를 헤아려보면, 전라도가 2천, 경상도
가 3천, 충청도가 1천 5백, 강원도와 황해도가 아울러서
1천, 永安道와 平安道가 아울러서 1천, 京畿·京山이 1천
이니 대개 1만보다 적지 아니하고, 僧徒의 수도 10만 5,
6천보다 적지 않습니다......신은 원컨대 도첩이 없는 자
를 크게 색출하여 모두 환속 시켜서 군액에 충당하소
서.”69)

태조 4년(1395) 기사인 자)에서 대사헌 박경이 당시 민의 10분의 3
이 僧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승도의 규모에 대한 개국 초 조정
의 인식이다. 이 ‘민의 3/10’이라는 수치가 전체 인구인지 양인 남성
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적어도 이 기사에
서는 당시 백성 중에 역을 지지 않는 승도 수가 과다하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도승법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여러 차례 있었
으나 15세기 후반 성종대 기사 차)와 카)에도 승도의 수를 5-60만,
혹은 40만은 될 것으로 언급하며 계속 증가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조

68)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9일 庚戌 2번째 기사, “掌令丘致崐啓曰 今
僧徒甚繁 而游手游食 蠧民莫甚. 以之充軍 則軍何以不敷乎? 況平安道民之爲僧者
倍於他道 請盡刷以充軍額. 上曰, 僧徒固不可盡禁也. 其無度牒者 已令充軍矣. 致
崐曰, 雖已令充軍 然守令未盡奉法 假有還俗者 或役於官中 而不差軍役. 去丁亥年
號牌時 僧徒三十餘萬 以是觀之 今幾四十餘萬矣. 上曰, 豈至如此之多也? 致崐曰,
以衿川一縣言之 正兵則不過五六名 而寺社 則不可以一二計也. 其一寺之中 僧徒不
下十餘輩 是則雖謂之四十餘萬可也.”
69) 《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26일 壬申 5번째 기사, “前正言丁克仁 詣闕
上書曰......以兩宗所屬寺社計之 全羅道二千 慶尙道三千 忠淸道一千五百 江原黃海
道幷一千 永安平安道幷一千 京畿京山一千 大槪不下一萬 而僧徒之數 亦不下十萬
五六千矣......臣願大索無度牒者 一切還俗 以充軍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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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개국 후 90년 가까이 지난 시점임에도 승도 수가 적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종11년(1480) 기사인 타)를 보면 승도의 수가 10만 5-6천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수치를 조선 개국 직후 기사인 자)에서 민
의 3/10이라는 수치와 비교했을 때 그 증감 여부를 따지기는 곤란하
다. 다만 타)보다 한 해 전인 성종 10년 기사 카)를 보면 승도가 40
만에 달할 것이라는 언급이 보인다. 이를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매우
큰 폭으로 승도 수가 변동한 것으로 읽히는데, 이 시기 30만에 가까
운 승이 줄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기사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
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타) 역시 승도 수를 산출한 근거가 전국에
산재한 寺社의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 믿기 힘든 언급이라
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승도 수와 관련하여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이들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위 사료들을 주의 깊게 보면 조선전기 승도 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층위의 수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민의 3할 – 50~60만 –
30만 – 40만’으로 일컬어지는 상당히 큰 수치들이며, 다른 하나는
차)와 타)의 언급에서 보이듯이 ‘14만 3천 – 10만 5~6천’ 정도의 수
치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몇 십 만에 이르는 수치에 대해서는 불교
계의 폐단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한 수치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軍額이나 號牌 등과 관련된 조정의 논의에서 현실의 네다섯 배
에 달하는 과장한 수치를 《실록》에 대충 싣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생각된다. 더구나 기사들을 나열하고 보았을 때 당대인들이 인식
하는 승도의 수치가 대략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슷한 규모의 수치가 다시 두개의 층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아 이 수치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비슷한 시기
이들 기사에서 보이는 몇 십 만에서 십 몇 만 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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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야 할까? 또한 백성의 3할 혹은 50~60만에 육박하며 그다지 줄
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조선전기 승도의 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까?
먼저 거의 같은 시기 기사들에서 몇 십 만에서 십 몇 만으로 표현
된 숫자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같은 丁
亥년에 관한 기사인 차), 카)에서 승도 수가 5~60만에서 10만 5~6천
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각이 지칭하는 ‘승’ 혹은 ‘승도’
의 범위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위 기사 차)에서 丁亥년
에 호패법으로 僧이 된 자가 14만 3천 명이라고 하였는데, 기사 카)
에서는 호패법이 시행된 세조 13년(1467) 丁亥년에 僧徒가 30여 만
명이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중 차)의 ‘14만 3천’의 수치는 세조 13
년에 실제 나간 승인호패의 수를 거론하는 것이므로, 이는 추정이 아
닌 사실이다. 기사 카)에서 세조 13년 당시 전체 승도로 파악된 수가
30여 만 명이라 하였으니, 그 중 절반 정도인 14만 3천에게만 승인호
패70)를 지급한 셈이 된다.
여기서 승인호패, 곧 ‘도첩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라에서 도첩을 가진 승인에게 승인호패를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자는 각 宗 寺社에 지정된 居僧의 수를 도첩으
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이는 국가에서 사사에 나가는 비용
을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71)
반면 사찰의 수를 파악하고 지급된 승인호패의 수를 헤아리는 까닭
은 곧 호구제와 관련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조 13년에 발급된
이 승인호패의 수는 세조 8년 이래 진행된 호구제 개혁과 연관시켰을
70) 이 시기 발급된 승인 호패는 도첩이 있는 자들에게 지급되었고, 무도첩승 가운데
에 50세가 넘거나 心行이 있는 자에게 호패를 발급하도록 하였다.(강경남, 위 논
문, 19쪽) 이를 받으면 역이 면제된다는 의미에서 도첩을 받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71) 나라에서 지정한 寺社에 恒居하는 승의 액수를 정한 것을 해당 시기 도첩의 수
라고 바로 보는 기존의 견해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정 사사 이외의
나머지 수천의 절에 사는 모든 승이 무도첩승이며 추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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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 세조는 기존 호구제의 폐단을 숙지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여, 戶口摠에 있어 단절적이라 할만큼 큰 변화를
일으켰다.72) 이른바 保法을 시행한 것이다. 군역 편제에 있어 세조
10년 시행된 保法은 漏丁이나 漏戶를 샅샅이 찾아내어 正兵과 保人
으로 定役하는 방식이었다. 승인호패를 도첩자의 수로 생각했을 때
이는 군역 산정 방식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군역의 경우
정병 1정에 대해 보인 1정으로 정역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루어,
승의 경우에도 도첩승 1인에 대해 무도첩승 1인으로 산정했을 가능성
을 하나의 가설로서 제기할 수 있다. 도첩승은 군역이 면해지는 존재
이며 세조 이래 사찰은 貢賦 外 復役73)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찰
에는 여전히 貢賦가 부과되고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찰은 이
공물과 관련된 역을 부담할 인원이 필요하며 사찰에 나가는 도첩의
수는 사찰의 규모와 직결되어 공물의 양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74) 무도첩승은 정병과 보인처럼 도첩승과 짝하여 사
사마다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조 때 보법의 원리로 도첩 14만 3천을 전체 승도 30만으로 본다
면, 성종대 여정제의 원리로 도첩 14만 3천은 약 43만으로 40만이
넘는다는 언급에 가까운 추정치가 산출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타)에서 제시한 10만 5~6천이라는 수치는 8도에
서 조사하여 올라온 寺社의 수 1만을 근거로 예측한 도첩의 수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사 타)의 ‘10만 5~6천’은 전국의 寺
社 수를 약 1만으로 헤아리고 이를 토대로 도첩승의 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타)에서 사사 1만에 승도 10만 5~6천을 어림하는 것은
절 하나당 10.5~10.6인의 승도 수를 상정하는 것이다. 카) 기사에서

72) 이영훈, 1995 〈朝鮮初期 戶의 構造와 性格〉 《역사의 재조명》, 소화, 269쪽
73) ≪부록 2≫ 《경국대전》 4-1 조문 참조
74) 이는 호구제 및 도첩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추후 실제 제도의
운영을 살펴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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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에 정병은 5-6명에 불과하고 절은 한둘이 아닌데도 절마다 승도
가 10명 남짓’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성종 10-11년 당시
에 절 한 곳에 내려지는 도첩 수를 열 장 남짓으로 헤아리는 것이 일
반적인 셈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요컨대, 이상의 기사들에서 제시된 두 가지 층위의 승도 수는 각각
조선전기 전체 승도수와 도첩승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民의 3할 – 50~60만 – 30만 – 40만’의 몇 십만 단위로 표현
된 과다한 수치는 도첩승과 무도첩승을 합한 전체 승도의 규모이며,
‘14만3천 – 10만5~6천’의 십 몇 만 단위로 표현된 수치는 조정에서
제도적 출세간으로서 면역 대상으로 상정하는 도첩승의 규모라고 생
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정황은 度牒僧과 無度牒僧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무도첩승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 혹자는 무도
첩승을 강력하게 추쇄했을 것이라거나 도첩제 자체가 유명무실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와 같이 국가에서는 무도첩승이 10만 이상의 단위로 광범위
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들을 모두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75) 따라서 후술할 도첩의 제도는 무도첩승을 추쇄하여 환속시
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첩을 받을 조건을 상세하게 규
정하여 도첩승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방점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전기 도첩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이다.
조선초에 제도적으로 差役 대상에서 배제되는 범주는 도첩승이지, 무
도첩승이 아니었다. 도첩이 있는 승만이 역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
는 것이다. 즉, 무도첩승은 원칙적으로 면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 관리들이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관례

75)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9일 庚戌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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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무도첩승을 차역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다.
이어, 무도첩승의 이해를 위해 다음의 사례를 더 살펴보자.

하) 교서관의 幹事僧이 이전에 공이 있었다 하여 그 상으
로 도첩 27을 주었는데, 이제 또 1백 13을 더 주었습니
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도승의 법을 시초부터 가볍게
다루게 되면 비단 군액이 날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장
차 천구들도 역시 함부로 도첩을 받을 것이니, 국가에서
정전을 징수하여 僧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에 어떻겠습
니까? 만약 공이 있다고 한다면 錢貨로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76)

단종 2년의 위 기사는 무도첩승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기사의
내용은, 단종이 교서관에서 일한 승도에게 상으로 도첩을 주려 하자
사헌부에서 건의를 올려 이같은 처분은 도첩의 법을 망가뜨릴 소지가
있으니, 도첩을 주지 말고 돈으로 상을 주라고 하고 있다. 먼저 지적
할 점은, 이들 교서관 간사승들은 양반 자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시기 《경제육전》의 도승법 규정대로 하면 도첩을 받을 수 없는 존재
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단종이 공로에 대한 상으로 도첩을 주
려 하자 사헌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눈여겨 볼 사실은, 위 기사에서 왕은 도첩이 없는 27명, 113명에게
도첩을 주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그들은 무도첩승이나 이들을 처벌하
고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서관에서 역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
도첩승이 역을 지는 경우 승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
76)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2일 辛酉 1번째 기사, “校書館幹事僧 前以有
功 旣賞給度牒二十七 今又加一百十三 臣等以爲 度僧之法始輕 則非特軍額日減
賤口亦將冒受度牒 其於國家徵丁錢禁爲僧之法何如? 若以爲有功 則宜賞錢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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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전기 도첩승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몇 십만 단위의 승이 조선초기 내내 감소하
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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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가자를 지칭하는 용어들
1) 출가자의 범칭
불교의 출가자들을 ‘僧’이라고 부른다. 출가자 개개인은 沙門 혹은
比丘 ･ 比丘尼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어 bhikṣu, bhikṣuṇī
의 음역으로서 비구 · 비구니는, 간혹 쓰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흔하
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불교의 출가자들은
어떤 용어로 불렸을까? 법전과 《실록》은 자료의 특성상 개인의 기록
류보다 용어의 개념이 더 엄격하고 정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번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남녀 출가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매우 다양
한데, 그 의미 차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잘못된 번역을 양산하고 있
을 뿐 아니라 해당 번역을 참조한 연구들조차 연달아 오류를 내는 경
우가 있다.
여기서는 《실록》과 법전에 나오는 출가자에 대한 다양한 용어 중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 그 용례와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77) 한 가지
대상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은 일정한 의미의 차이를 갖는데
《실록》에서도 용어마다 그 쓰임에 있어 모종의 경향성을 갖는다. 《실
록》이나 법전은 용어를 정제해서 써야 하는 기록이었다는 점에서 용
어의 원래 의미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

77) 본고에서 살피는 용례는 한국고전종합 DB나 신수대장경, 고려대장경,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시스템 등 기타 사료군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실록》과
조선의 법전류를 대상으로 살핀 것이다. 《실록》과 법전류에서 사용된 용어는 문집
이나 기타 사료군에서 사용된 용어보다 더 정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官撰의 공식 기록류에서 쓰이는 용어를 먼저 살펴야 대상
물의 의미도 명확해 지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실록』 내의 용어의 경우 모든 경
우에서 엄정하게 쓰인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념이 명
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가 적지 않았던 바, 적어도 용어가 쓰이는 경향성을 파
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본 연구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절에서 파
악하여 제시한 의미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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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용어 사용의 엄정함이 상대적으로 덜 한 문집류의 기록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배제하였으며, 조선 후기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은 15세기와 시간적 간극이 크므로 語義의 변질 가능성이 있어 고
찰 자료에서 역시 배제하였다.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은, 본고에서 서
술하는 용어의 의미는 15세기 《실록》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경향성을
지적한 것이다. 용어와 관련한 본 절의 서술은 15세기 《실록》과 법전
에서 사용하는 용례에 집중하였으며, 가장 엄밀한 정의는 법전에 즉
하여 결론 내렸음을 거듭 밝혀둔다.

가장 먼저 짚고 갈 용어는 ‘僧侶’이다. 요즘은 불교 출가자를 가리
킬 때 ‘僧侶’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나, 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
용해온 말이 아니다.78) 실제로 《실록》을 읽어가다 보면 ‘僧侶’라는 용
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僧侶’의 용례를 찾기 위해 《실록》 전체의
원문을 검색을 해보면 3차례 정도 그 예가 겨우 보이는데, 이는 모두
78) 조선시대 ‘승’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 다음의 논자들이 간단한 견해를 밝힌바 있
다.
전영근, 2007 〈조선시대 승관제와 승인 인사 관련 문서〉 《古文書硏究》 30, 1쪽 각주
1)에서 “현재는 佛門에 출가한 이를 가리켜...僧侶라고 칭한다......우리의 옛 문헌
에서는 승려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려사》에는 출가자 개인을 일컬
을 때는 僧 혹은 僧尼, 단체를 일컬을 때는 僧徒, 僧道 등으로 지칭되었으며......
《실록》에서......대개는 僧 혹은 僧人이라고 지칭된다......승려라는 용어가 일반적
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혹은 대한제국기
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주요 사용례를 따라 僧人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
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 전영근이 ‘승려’가 일본의 영향임을 지적한 것은 탁견이
나, 나머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고려사》의 ‘승’과 ‘승니’
를 출가자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본 것이나, ‘승’과 ‘승인’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그것이다.
손성필, 2013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 박사논문, 1쪽, 각주
1)에서도 전영근과 마찬가지로 ‘승려’란 근대 이전의 사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용어임을 지적하였다. 또 “법전에 의하면 ‘승인’은 합법적 승려, ‘僧尼’는 불법적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였고 ‘승도’는 승의 복수 지칭어로 쓰였다. 엄밀히
말해 승려도 승의 복수 지칭어이므로 개인에 대해 지칭할 때는 ‘승’또는 ‘승인’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승니’가 불법적 존재를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들 용어와 관련하여는 본문에서 세밀하
게 고찰하고자 한다.

57

일본에서 올린 글을 인용한 것들이다.79) 즉, ‘僧侶’는 일본식 표현이
라는 것이다. ‘승의 무리’를 지칭할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僧’ ‘僧
徒’를 사용하는데 반해, 일본은 ‘僧’ ‘僧侶’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
다.80) 의미상 ‘승려’는 ‘승도’와 같이 ‘승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나, 전
근대시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용어이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불교의 출가자를 범칭하는 사료 용어로서 ‘승’을 사용하고자 한
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승’은 출가자 개개인을 지칭
하는 용어라기보다 ‘출가자의 무리’, 즉 복수의 출가자를 가리키는 용
어이다. 후대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출가자 무리 안의 수행자 하

79) 《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6월 21일 乙亥 1번째 기사 ; 《성종실록》 69권, 성
종 7년 7월 26일 丁卯 5번째 기사 ;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1일 乙未
3번째 기사
80)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명나라나 청나라의
실록에서 ‘僧侶’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단 한 건의 결과도 잡히지 않는다. 중
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실록》에서는 ‘僧侶’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실록》뿐 아니라 한국고전종합DB에서 원문 검색으로 ‘僧侶’를
검색해보면 5건 정도가 찾아지는데, 모두 19세기 후반의 기록이다.(《日槎集略》 問
答錄 橫濱港大淸理事署譯員日人林又六來訪問答 ; 《海槎日記》 甲申 2月 初6日 戊
子 ; 《雲養集》 卷15 佛敎贊化會趣旨書 ; 《雲養集》 卷2 送無佛翁阿部充家東還序
; 《荷齋日記》 卷4 乙未年 4月 11日) 이러한 결과는 ‘僧侶’가 적어도 19세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오늘날 우리가 ‘僧侶’를 많
이 사용하게 된 것은 것은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우리 사료 용어로서의 ‘僧侶’는 앞서 한국고전종합DB 원문 검색의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19세기 후반에야 개인 기록류에서 그 용례가 보이기 시작한다. 특
히 1895년 일본 불교계의 영향으로 僧徒의 도성 출입금지가 해제된 시점 즈음부
터 산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은 짚어볼만 하다.[《荷齋日記》 권제4, 乙未년
(1895) 4월 “...此卽僧侶入城之禁也”] 그러나 《실록》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여
전히 ‘僧徒’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9일 庚
子 2번째 기사, “總理大臣金弘集、內務大臣朴泳孝奏, "自今僧徒의 入城난 舊禁
을 弛이 何如하올지?" 允之.”].
개인 기록류에서나마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는 때가 1890년대 일본 불교계의
조선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 시기부터 사용되는 ‘僧侶’는
1917년 간행된 권상로의 《朝鮮佛敎略史》나, 1918년 간행된 이능화의 《朝鮮佛敎
通史》에서도 쓰이고 있음이 확인되며, 高橋亨, 1929 《李朝佛敎》, 宝文館 등 日人
학자의 조선불교 관련 연구들에서는 사용례가 쉽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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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를 지칭하는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 속에서
‘僧’은 출가자 개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무리를 지칭하기도 한다. 특히
무리를 강조할 때는 ‘僧徒’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81) 대체로 이
들 출가자 단체인 승 혹은 승도는 남성 출가자의 무리, 즉 비구의 단
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82)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는 일반적으로
‘尼’라고 特稱한다.
《실록》에서 불교의 출가자를 범칭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 용어
는 역시 ‘僧’이다. 그러나 ‘僧’은 단독으로 쓰일 때 남성 출가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때문에 남녀 출가자를 아울러 의미하는 경
우에는 ‘僧尼’가 자주 사용되었다.83)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실록》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출가자의 의미로 ‘沙門’, 검은
옷을 입었다는 의미로 ‘緇徒’ ‘緇流’, 검은 옷에 삭발을 했다는 의미
로 ‘緇髡’,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로 ‘圓頂’ ‘髡首’, 부처의 무리라는
의미로 ‘佛氏之徒’ 등의 용어로 부르기도 하였다. 실상 이러한 용어들
은 성별을 막론하고 불교 출가자의 특징을 표현한 말들이나, 여성의
度僧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던 조선시대의 특성상 《실록》
내에서 남성 출가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84) 또한 모두 불교의 출
81) 불교 관련 기록류 안에서 ‘승의 무리’는 ‘僧徒’ 외에도 ‘僧伽’ ‘僧衆’ ‘衆’ 등으로
표현된다. 이 중 조선시대 《실록》에서 상용되던 용어가 바로 ‘僧徒’였다.
82)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1988 《불교학개론》, 동국대학교출판부, 154-156쪽; 길
상 편, 2001 《불교대사전》, 홍법원, ‘僧’ ‘僧伽’ ‘衆’ ‘僧衆’ ‘僧徒’ ‘僧侶’ 참조
83) 僧과 尼는 《실록》이나 법전 등에서는 대체로 명확히 구분되어 쓰인다. 僧尼가 그
저 불교의 출가자가 아니라 남녀 출가자를 구분한다는 점은 조선 뿐 아니라 중국
도 마찬가지였다. 《명실록》에서 불교와 도교의 남녀 출가자를 지칭할 때 ‘僧尼道
士女冠’이라고 하는데(《太祖高皇帝實錄》 卷77 洪武 5年 12月 26日 1번째 기사 ;
《英宗睿皇帝實錄》 卷285 天順 元年 12月 14日 3번째 기사 ; 《武宗毅皇帝實錄》
卷58 正德 4年 12月 23日 3번째 기사) 이는 ‘승’과 ‘니’와 ‘도사’와 ‘여관’이라는
의미이다. 승과 니는 불교의 수행자이며 도사와 여관은 도교의 수행자이다. 《명실
록》에서도 각각의 대상에 대해 출가 제한 등의 제한을 취할 때 불교와 도교의 남
녀 출가자의 용어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84) 《실록》에서 사회문제로 언급하는 출가자가 대체로 국역과 관련한 남성 출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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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 외형의 특징에 착안하여 다양한 용어
로 표현되고 있다. 용어에 반영된 승의 모습은, 삭발하고 검은 옷을
입은 존재들이다.
이 용어들은 《실록》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실록》
에서 불교의 출가자들을 지칭할 때 ‘僧’이라는 용어를 두고 굳이 저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다.

가) 어찌 백성의 稅를 거두어서 緇徒를 기르겠습니까?85)
나) 지금 緇流 중에 계행을 지키는 자가 그 누구이며 큰
자비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몇이나 있습니까?86)
다) 전하께서는 한 나라에 신임을 잃은 것을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緇髡에게 구구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니, 어
찌 輕重의 도리가 없음이 이리 심하십니까?87)
라) 대저 불교란 오랑캐의 요망한 법이며, 그 의복도 사람
들과는 다릅니다. 지금 가사[方袍]를 입은 圓頂의 무리가
도성에 구름처럼 모여 거리를 메우고 마을에 넘쳐서 수
십 수 백으로 무리를 이루니, 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
게 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88)
마) 髡首의 무리는 부역에서 도망하여 군액을 손상시키고
백성들의 재물에 해를 끼치니, 비록 사사에서 현재 개간
하고 있는 땅이라도 마땅히 혁파하여 학교에 주어야 합
니다.

89)

이었기 때문에 해당 용어들이 비구만을 가리키는 경향이 더한 것으로 보인다. 조
선에서는 여성 출가자, 즉 尼와 관련하여는 도승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이들을 제한하는 관련법도 많지 않았다.
85) 《성종실록》 204권, 성종 18년 6월 2일 庚午 1번째 기사
86)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11월 14일 丁丑 2번째 기사
87) 《성종실록》 163권, 성종 15년 2월 6일 癸亥 1번째 기사
88) 위 기사와 같음
89)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2일 甲辰 1번째 기사, "髡首之徒 逃避賦役
損軍額害民財 雖寺社時墾之田 當革之以與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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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간원에서 소를 올리기를......佛氏之徒를 막고 그치게
하지 아니하면, 성인의 도가 유포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
으며, 鰥寡孤獨이 부양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90)

위 《실록》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불교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맥락
에서 쓰이지 않았다. 이점은 불교 관계 《실록》 기사를 읽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대체로 《실록》에서 불교의 출가자에 대
해 다룰 때 당시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과 결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실록》만 보고 이 용어들을 이해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부정적 인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緇徒’나 ‘緇流’는 글자에서 보듯, 애초에 세속의 입장에서 검은 물
을 들인 옷을 입은 출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91) 이미 다루었다시
피 불교에서 출가자를 가리키는 분명한 용어는 ‘僧’이며 佛經에서도
출가자는 ‘승’으로 표현하지, ‘緇流’나 ‘緇徒’와 같은 용어는 잘 사용

90)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2일 壬戌 5번째 기사
91) ‘緇’라는 글자도, 그 자체 혹은 ‘緇徒’와 같은 용어로 검은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
고 불교 기록류에서 간혹 등장한다. 그러나 불교 기록류에서 등장한다고 그 단어
가 ‘승’을 지칭할 뿐 아무런 어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수대장경 사이
트에서 ‘緇’는 대략 1,297건의 용례가 검색되는데, 대개 승이나 불교도를 의미한
다. 문장 속에서 그저 ‘緇’라고만 쓰이거나 ‘緇衣’ ‘緇服’ ‘緇侶’ ‘緇門’ 등의 결합
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緇流’는 38건 정도 검색되는데 사용 빈도가 낮
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실록』에서 부정적 어감의 용어로 사용되었던 ‘緇
髡’은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 특히 고려대장경의 경우 ‘僧’의 용례가 3,471건 검색
되는데 반해 ‘緇’는 6건에 불과하다. 6건 중 僧과 상관없이 쓰인 용례 1회[緇弁,
검은 고깔]를 제외하면 《高僧傳》 《弘明集》에서 ‘緇鉢’ ‘緇服’ ‘緇素’ ‘緇衣’로 쓰였
다. ‘緇’는 ‘僧’을 표현하는 속칭이었고 ‘緇流’ 역시 적어도 《실록》의 맥락에서는
승의 속칭 정도라고 생각되며, 존중의 의미가 있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
가 한다. 출가자를 지칭하는 ‘僧’과 ‘緇’ 관련 용어의 원문검색 용례를 아래의 표
로 제시해 본다. 몇 가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자료의 성격별 용어의 쓰임과
관련한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아래 표에서 ‘尼’의 용례는 따
로 검색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尼’라는 글자가 『실록』에서 ‘尼山’ ‘仲尼’ ‘牟尼’
‘尼應古太’와 같은 地名이나 人名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불경류에서도 ‘釋迦
牟尼’ ‘陀羅尼’ ‘摩尼珠’ ‘尼連禪河’ 등의 용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단순
히 ‘尼’로 검색할 경우 과다한 검색결과를 보여 비구니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
기에는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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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佛經 이외의 불교 관련 기록류에서는 ‘치도’와 ‘치류’는
출가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종종 사용되어 왔다.92) ‘圓頂(둥근 머리,
삭발 머리)’과 같은 용어는 ‘圓頂方袍’ ‘圓頂方服’과 같은 표현으로 간
혹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용어가 기존 불교 기록류에서 사용되어 왔
다는 것과 별개로 《실록》 상에서는 좋지 않은 어감으로 읽힌다. 대부
분 불교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종종 선택되는 때 저 용어들은 결과적
표 1. 자료별 僧 관련 용어 원문 검색 결과
용어
僧

조선왕조
실록

고려사

고려사

고려

대정신수

절요

대장경

대장경 불교전서

4,615

961

469

僧侶

3

0

0

0

僧徒

1,091

99

52

僧人

878

23

3

僧尼

131

20

尼僧

한국

3,471 151,402

명실록

청실록

6,040

2,210

3,210

120

11

0

0

3

648

44

26

18

4

176

18

93

188

8

19

1,289

53

23

4

66

1

1

6

1,079

1

6

23

436

27

13

6

1,297

439

50

26

0

0

0

0

0

1

0

0

緇流

92

6

3

0

38

25

2

14

緇徒

132

3

1

0

73

36

0

1

緇髡

106

0

1

0

0

9

0

0

髡首

48

0

1

1

1

2

0

0

圓頂

14

0

0

0

59

34

0

2

緇
緇類

위 표는 각각 아래 제시하는 사이트에서 각 용어에 대한 원문을 검색한 결과이다.
(2016년 8월 15일 최종 검색)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제공DB http://sillok.history.go.kr)
《고려사》･《고려사절요》 (국사편찬위원회 제공DB http://db.history.go.kr/KOREA)
《고려대장경》 및 《한국불교전서》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제공DB
http://kabc.dongguk.edu)
《大正新脩大藏經》
(SAT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
http://21dzk.l.u-tokyo.ac.jp/SAT)
《명실록》･《청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제공DB
http://sillok.history.go.kr/mc/main.do)
92) ‘緇流’는 신수대장경에서 검색하면 38건 정도의 결과가 나오며, 한국금석문영상
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17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반면 ‘緇類’는 한 건도 검
색되지 않는 것을 보아 이전부터 ‘緇流’가 단어로 굳어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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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정적 어감으로 읽히는 것이다.93)
한편 ‘緇髡(검은 옷의 대머리)’ ‘髡首(대머리)’라는 표현은 좀 더 비
판적 어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용어는 특히 조선시대 기록에서 많이
보이는 용어로 《고려사》나 《신수대장경》 《명･청실록》등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치곤’94)이나 ‘곤수’95)는 《실록》의 문맥상
93)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國譯 各司謄錄》(20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忠淸
道關草 高宗26년 7월 24일조에 ‘漏網逃躲之緇流曇振’을 번역, 해설하면서 ‘緇流’
에 대해 ‘승려의 멸칭’이라고 설명한 것은 《실록》을 비롯한 조선시대 관찬기록류
에서 ‘치류’를 읽었을 때 드는 어감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불교관련 기록류에서 사용해온 용어라고 해서 부정적 어감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緇流’는 ‘緇類’라고는 쓰지 않는다. 관련하
여 ‘流’자의 쓰임에 대하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流’자에 원래 ‘派, school’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용어가 조선시대에 부정적 어감을 내포할 때는 글자의
의미를 새삼 곱씹어 보게 된다. 즉, ‘流’의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流’란 《孟子》 〈梁惠王〉 下편에 ‘흐름을 따라 내려가서 돌아가길 잊는 것을 일컬
어 류라 한다[從流下而忘反 謂之流]’고 하여 즐거움을 탐닉한다는 뜻이다. ‘士類’
를 ‘士流’라고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과 비교하면 ‘緇流’와 비교하여 되새겨볼
만 하다. 같은 기사 안에서 함께 쓰이더라도 사류는 ‘士類’이고 치류는 ‘緇流’이
다.[《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0일 己酉 3번째 기사 ; 《중종실록》 88
권, 중종 33년 9월 19일 己丑 1번째 기사] ‘緇流’를 아무 가치판단 없이 ‘승’이라
고 번역해도 무리는 없지만, 이들이 왜 굳이 이런 용어를 선택하는지, 당시 이 용
어가 가졌을 어감이 어떠했을지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94) ‘치곤’이 갖는 어감은 조선시대 문집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조대 학자였던
申欽의 문집 《象村集》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
秋館觀象監事世子師申公諡狀〉에는 “...이때 대사간이었던 송응개가 바로 공의 큰
외삼촌이었는데, 조회에서 돌아와 탄핵문을 꺼내 공에게 보여주면서, 너의 뜻에는
어떠하냐고 물었다. 공이 다 보고 나서 천천히 대답하기를, 이모(李某, 李珥를 말
함)는 당세의 중망을 지고 계신 분인데 緇髡 등의 말을 넣은 것은 너무 심한 듯
합니다 라고 하였다.[朝回出彈文示公曰, 於爾意如何. 公覽竟 徐對曰, 李某負當世
重望 緇髡等語 似已甚耳.]”라는 기록이 있다. 또, 정약용의 《茶山詩文集》에 실린
시로, 정약용이 승 惠藏에게 보내는 〈奇惠藏〉에는 “더구나 그댄 운명이 기구하여
불행히도 僧이 되지 않았는가. 나라 풍속이 緇髡이라며 얕보아 일이나 시키며 깔
아뭉개려 들지.[況汝命蹇滯 不幸而爲僧 國俗輕緇髡 傭賃思轢輘]”라는 구절이 있
다. 이들을 보면, ‘승’에 비해 ‘치곤’이 비하의 맥락에서 선택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95) 승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는 겸사를 쓰게 마련인데 ‘髡首’같은 용어들이 선택되기
도 하였다. ‘승’을 쓰는 경우 ‘小僧’이라고 겸양하였다. 예컨대, “소승이 우러러 성
상의 자애로움을 체득하고[小僧仰體聖慈]....”(《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2월 7
일 戊申 2번째 기사), “성지가 노하여 조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한 髡首[삭발 머
리]는 조만간 잘려 도랑에 내던져 질 것이다.[性智怒罵朝士曰, 此一髡首 當早晩斷
擲大溝中矣]”(《광해군일기》[정초본] 116권, 광해 9년 6월 11일 甲辰 1번째 기사)
와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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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출가자들을 강하게 비판할 때 僧 대신 종종 선택되며, 비난이나
비하의 맥락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바)의 ‘佛氏之徒’는 부처의 무리라는 의미인데, 출가자뿐 아니라 불
교를 믿고 따르는 경향 자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원래 ‘佛氏’의 ‘氏’
는 학술적으로 유파나 전문가, 유명인이나 종교의 칭호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佛氏’란 부처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인데,
석가모니의 釋에 붙여 ‘釋氏’라도고 쓰인다.96) 이 용어 자체에 비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역시 《실록》의 맥락에서 유교를 지칭하는
聖人之道로서의 유학, ‘孔氏之道’에 대비되어 쓰이면서 전체적으로 부
정적인 맥락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체로 유교와 상대 개
념으로 상정하여, 불교나 불교 출가자의 부당함을 논의할 때 쓰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용례들을 고려했을 때 《실록》만 읽다보면 불교의 출가자
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부분이 관찬
사료를 보고 조선시대 불교사를 연구할 때 연구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2) 여성 출가자

불교 출가자의 의미로서 ‘승’을 굳이 여성인 비구니에게 쓸 때는 비
구와 분명히 구분되도록 ‘女僧’ 혹은 ‘尼僧’이라고 썼다. 다만 이 용
어들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었다. 특히 여성 출가자의 의
미로서 ‘女僧’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며 특히 조선초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女僧’을 원문 검색하면 《실록》에서는 17세기 이후로만 4건

96) 漢典, www.zdic.net 표제어 ‘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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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97)만 눈에 띄며 《승정원일기》에서도 열 건 남짓 《비변사등록》에
서 1건98) 정도가 찾아질 뿐이다. 또한 ‘女僧’은 비슷한 시기 중국의
《明實錄》과 《淸實錄》에서는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조선
과 중국에서 ‘여승’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조
선의 경우 17세기 이후로 드물게 사용례가 보이는 정도이다.
‘여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여성 출가자를 의미하는 용
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바로 ‘尼’이다. 여성 출가자를 지칭하는 尼
는 조선시대 불교의 여성 출가자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였
다. 조선전기에 ‘尼’는 종종 ‘僧’과 결합하여 ‘尼僧’이라고도 사용되었
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의 조선시대 기록류에
서는 ‘尼’의 용례가 압도적이며, 무리의 의미를 강조하여 ‘尼徒’ 등이
간혹 쓰이고 있다.
주의할 점은, ‘尼僧’은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를 지칭하는 용어이나,
‘僧尼’는 ‘승과 니’의 의미로, 비구와 비구니를 아울러 언급할 때 사용
하는 용어라는 점이다.99) 《실록》에서는 尼・尼僧, 僧, 僧尼 등의 쓰
임과 지칭 대상을 대체로 잘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경국대
전》 과 같은 법전류에서는 그 쓰임이 더욱 엄격히 변별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승’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남
성 출가자인 비구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대개 《실록》에서 문제 삼
는 경우도 비구니보다 비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승’이 남성 출가자, ‘니’가 여성 출가자를 지칭하였음은 아래의 기
사에서 잘 드러난다.

97) 《광해군일기》[정초본] 81권, 광해 6년 8월 19일 己亥 1번째 기사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6월 3일 戊寅 2번째 기사 ; 《영조실록》 6권, 영조 1년 5월 3일
庚子 2번째 기사 ;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14일 丙子 1번째 기사
98) 《비변사등록》 236책, 헌종 15년 1849년 5월 22일
99) 《실록》 뿐 아니라 《고려사》 등에서 ‘僧尼’를 그냥 ‘승려’나 ‘비구니’로 번역하거
나, ‘尼僧’을 ‘승려’라고 번역한 사례가 왕왕 발견된다. 이는 ‘尼’ ‘尼僧’ ‘僧尼’의
의미차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로 용어상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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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금이 말하기를, “佛經에는 尼가 없는가?” 하니 신숙
주가 대답하기를, “그 比丘尼라고 말하는 것이 곧 尼입
니다.” 하였다.100)
아) 이에 士男, 士女들이 휩쓸려 귀의하며 모두 말하기를,
‘효령 대군은 生佛이다. 尼僧 師室도 생불이다.’ 하였다.
남자는 僧이 되기를 원하고 여자는 尼가 되기를 원하니,
우리 나라의 풍속을 말하오면 한심스럽습니다.101)
자) 僧과 尼는[僧尼] 비록 같은 무리[同類]라고 합니다만,
남자와 여자는 진실로 차이가 있습니다.102)
차) 僧에 대해 尼라고 일컫지 않으면, 그 道가 같고 옷도
같아서 섞여도 (승과 니를) 구분할 수 없고 친압해도 멀
게 할 수 없습니다.103) ※ ()안은 필자 주

위 기사 (사)에서 비구니가 곧 尼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산크크리
트어 음역인 ‘比丘尼’는 佛經에서는 많이 쓰이나 당시 일상에서 상용
되던 용어가 아님이 드러난다. 실제로 《실록》에서 ‘比丘尼’는 드물게
사용된다.
위 기사 (아)에서 남자는 ‘승’, 여자는 ‘니’가 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위 기사 (자)는 ‘승’과 ‘니’가 같은 불교 출가자이나 각각 남성과 여
성을 지칭함을 말해준다.
위 기사 (차)는 ‘승’과 ‘니’가 상대되는 의미로 쓰임을 보여주는 기
사이다. 해당 기사는 성종대에 《경국대전》의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비구니에게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하

100)
101)
102)
103)

《성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7일 乙亥 1번째 기사
94권, 세종 23년 윤11월 24일 丁亥 1번째 기사
204권, 성종 18년 6월 2일 庚午 1번째 기사
32권, 성종 4년 7월 18일 丁未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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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다. 부녀자의 범주에 비구니도 들어가니 해당 법조항을 적
용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주장에 대해, 성종은 법이 없는데 처벌하는
것은 편하지 않다며 ‘尼’를 명시한 조항을 《대전》에 기록할 것을 전지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니’가 세간에서는 부녀자로 분류될 수 있지
만, 출세간으로서 승과 동류인 데에서 비롯된다. 기사 (차)에서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승과 니는 불교의 출가 수행자이며 복색이 같아 겉모
습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104) 니는 부녀자이나, 단순한 세간의 부
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105)
여성 출가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尼’ 외에 ‘尼僧’도 사용되었다. 니
승은 여성 출가자를 지칭하는 ‘尼’와 출가자를 범칭하는 ‘僧’이 결합
된 용어이다. 용례를 더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카) 尼僧과 僧은 의복을 분별하기 어렵다.106)
타) 僧에 대해 尼라고 일컫지 않으면, 그 道가 같고 옷도
같아서 섞여도 (승과 니를) 구분할 수 없고 친압해도 멀
게 할 수 없습니다.107)
파) 尼僧 正因을 의금부에 하옥시켰으니, 本主인 尼 홍씨
를 죽였기 때문이다.108)

(카)와 (타)에서 잘 드러나듯이 니와 니승은 혼용되었다. 그런데 왜
104) 이같은 사실은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甲戌 1번째 기사 등에서도
확인된다.
105) 관련하여 《經國大典》 刑典 禁制에 유생과 부녀자가 寺에 오르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에 ‘尼同(비구니도 같음)’이라고 小註로 달려있다[“儒生婦女上寺者(尼同)......
杖一百”]. 이는 원래 《경국대전》 에 부녀자의 上寺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올라가
있었는데 부녀에 비구니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上寺한 비구
니를 처벌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 끝에 성종 4년 7월 18일
에 《경국대전》 의 해당 조항에 비구니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尼同’이라는 小
註는 그렇게 추가된 것이다.
106)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0일 乙巳 4번째 기사
107)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18일 丁未 2번째 기사
108)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辛丑 10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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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를 두고 ‘니승’이라는 용어가 또 쓰였을까? 과연 ‘니’와 ‘니승’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니’를 두고 굳이 ‘니승’을 함께 사용하
였던 것에 어떤 연유가 있을지 위 기사들만으로는 그 분명한 상이점
을 짚어내기는 어렵다. 다만 《실록》 기록의 맥락에서 약간의 실마리
를 잡을 수는 있다. 다음을 보자.
기사 (파)의 경우 비구니 정인이 비구니 홍씨를 독살한 사건에 대한
기사이다. 기사 (파)에서는 같은 비구니인데도 정인은 ‘니승’으로 홍씨
는 ‘니’로 표현하였다. 이는 같은 용어를 한 문장 안에서 반복하지 않
기 위해서거나, 4자로 끊기는 어구의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같은 의
미의 니와 니승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한 전
체 기사를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실록》에서 비치는 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보면, 승 學潤과 간통하여 임신하게 된 니승
정인이 질책이 두려워 주인인 홍씨를 비상으로 독살한 사건이다. 정
인은 신분에 대한 언급 없이 니 혹은 니승으로 표현되었으나, 홍씨가
그 주인[其主]109) 혹은 본주인[本主]110)이었고 정인이 그 주인을 죽였
다[殺主]111)고 서술되고 있다. 비구니 홍씨는 그 형이 첨지중추부사
겸 동지성균관사였던 洪敬孫(1409~1482)이라고 하였는데112) 홍경손
의 집안은 외가가 고려의 왕실 출신이었다.113) 정황상, 일찍 남편을
여읜 홍씨가 婢를 데리고 함께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 것이 아닌가 한
다. 홍씨의 비였던 정인은 출가해서도 本主인 홍씨를 계속 모셨던 것
으로 보인다.114) 《실록》에서는 신분이 달랐을 이들 홍씨와 정인에 대
109)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4일 辛卯 3번째 기사 ; 《성종실록》 57권, 성
종 6년 7월 26일 계유 4번째 기사
110)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3일 辛丑 10번째 기사 ; 《성종실록》 55권, 성
종 6년 5월 17일 을축 1번째 기사
111)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甲戌 1번째 기사
112)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4월 27일 乙巳 1번째 기사
113) 南陽洪氏이며 자는 吉甫, 호는 友菊齋이다. 할아버지 尙溥는 전법좌랑으로 緋
魚帒를 하사받았고 아버지 智는 사재감 직장을 역임하였으며 어머니는 고려왕족
인 重大匡 壽延大君 王珪의 딸이었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國譯 國朝人物
考》 권22 名流 洪敬孫 墓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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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니와 니승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115) 즉, ‘니’와 ‘니승’은 세속의
‘신분과 상관없이’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에게 두루 붙일 수 있는 호칭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홍씨의 경우 그저 ‘홍씨’로 불리거나 ‘니 홍씨’ ‘니승 홍
씨’116)가 혼용되었다. 이에 반해 정인은 그냥 ‘정인’으로 불리거나 ‘侍
尼正因[시봉 비구니 정인]’117)이라는 기사 외에, 한결같이 ‘니승’으로
표현되었다. ‘홍씨’와 ‘정인’의 차이는 ‘세속의 성’과 ‘法名’이라는 점
이다. 법명이란 출가한 후 승니가 받게 되는 출가자로서의 이름이다.
여기서 다시 두 가지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비구니가 된 왕실이나 사족 집안 출
신의 여성들은 《실록》이나 碑文 등의 기록 속에서 법명이 아닌 세속
의 성 그대로를 표기한다는 점이다.118) 그들이 비구니가 되었음은 홍
114) 《성종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6일 癸丑 6번째 기사, “學潤謀殺洪氏...但出入
洪氏處 奸侍尼正因...”
115) 홍씨를 ‘니’가 아닌 ‘니승’으로 거론한 부분은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甲戌 1번째 기사 “聞尼僧洪氏誘姪女爲尼......”에서 보인다.
116)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甲戌 1번째 기사
117) 위와 같음
118) 이러한 경향은 실록의 기사 뿐 아니라 여말선초의 금석문에서도 확인된다. 고려
의 마지막 國師로 조선 개창 직후 입적한 幻庵混修(1320-1392)는 1394년 충주
청룡사에 그 비가 건립되는데, 碑陰에 실린 문도 명단을 보면 그 예를 찾을 수 있
다. 혼수의 비음에는 ‘中原府淸溪山靑龍寺普覺國師門徒’ 라는 제목 하에 ‘大禪師,
禪師, 大選, 雲水, 參學, 沙彌, 比丘尼, 優婆夷, 優婆塞 ’의 순서로 명단이 나열되
어 있다. 이 중 비구니의 경우 ‘惠妃李氏, 愼妃廉氏, 謹妃李氏, 趙氏, 知幻, 正珦’
의 총 6인이 실려 있다.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幻庵定慧圓融塔碑 陰記, 2016년
2월 23일 직접 판독) 이 중 세속의 성씨로 표현된 이는 앞의 4인이며 끝의 2인만
법명으로 표현되었다. 문도 명단의 성격상 이 순서는 위계 순으로 나열되었을 가
능성이 있는데, 이 중 혜비와 신비는 공민왕의 后妃였으며, 근비는 우왕의 제1비
였다. 조씨와 지환, 정향 등을 비롯한 나머지 문도에 대한 분석은 별고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비구니였던 이들 6인의 여성을, 누구는 세속의 성으로, 누구는 법명
으로 표기한 점과 관련하여, 위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왕실 및 사족 집안 출신일
경우 세속의 성을 그대로 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구니 지환과 정향의 세속 신
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정하기는 힘드나, 이 비문과 《실록》 기록의 경향성으로
보아 적어도 사족 집안 출신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출가한 비구
니를 세속의 성으로 기재하는 것은 종종 연구자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李智
冠 編, 1999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朝鮮篇 1]》, 伽山文庫, 40쪽 혼수비 음기
판독문에서 ‘비구니’에 지환과 정향만을 넣고, 혜비･신비･근비･조씨를 ‘優□□’으

69

씨의 예에서 보듯, 문장 속에서 세속의 성 앞에 ‘니’ 혹은 ‘니승’을 붙
이거나 출가하였다는 내용을 써서 드러내었다.
둘째는, 법명으로 지칭되는 여성 출가자는 대부분 ‘尼 ○○’이 아닌
‘尼僧 ○○’으로 기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위 정인과 같이 ‘尼僧
正因’ 혹은 ‘尼僧 妙音’119) ‘尼僧 仲非’120) ‘尼僧 惠明’121) 등으로 지
칭되는 것이다. 즉, ‘니승’은 관용적으로 출가자로서의 이름인 법명과
짝하여 사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두 경향을 전제로 세속의 성씨 그대로 불린 비구니
들이 반드시 과부였다거나, 묘음이나 중비, 혜명 등의 비구니가 모두
정인과 같이 세속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만 왕실과 사족 집안 출신 여성 출가자들의 경우, 세속의 성을 그대
로 사용하여 그 앞에 ‘니’ 혹은 ‘니승’을 붙여 부르는 경향은 남성 출
가자에게서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또한 여성 출가자의 법명 앞에는
관용적으로 니가 아닌 ‘니승’을 붙였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특성이다.122)
또한 대체로, ‘니’는 ‘승’과 짝을 이루어 사용되고 ‘니승’은 ‘승인’과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니’와 짝을 이루어 쓰인 ‘승’의
기사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 있다. ‘니승’과 ‘승인’이 함께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로 넣은 것은 세속 성으로 기재된 이들이 당연히 재가자일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
롯된 잘못이다. 혜비와 신비는 모두 공민왕 사후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
列傳 권2 后妃에 나온다. 근비의 경우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 하여 후비에 실리
지 못하나, 혼수비 음기를 통해 출가하였음이 확인된다.
119)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4일 庚辰 1번째 기사
120)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2일 丙申 2번째 기사
121) 《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13일 辛亥 8번째 기사
122) 아울러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법명으로 불리는 이들 비구니들은 남편을 잃
은 과부라기보다 결혼하지 않고 출가한 자들일 가능성이 있다. 법명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세속의 신분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만 위 본문은 여성 출가자의 호칭으로서 ‘니’와 ‘니승’의 차이를 고찰하는 내용이
므로, 법명으로 불리는 여성 출가자의 신분과 관련한 추가 논의는 일단 배제하고
자 한다. 이 시기 니 및 니승의 호칭과 신분을 비롯한 비구니 관련 제반 사항은
추후 정책과의 상관성 하에서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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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예조에 전지하기를, “尼僧 등의 호패는 僧人의 예와
같이 시행하라.” 하였다.123)
거)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尼僧이 여염에 드나들어도 법
에서는 금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멋대로 횡행하여
추잡한 소문까지 있게 됩니다. 청컨대 僧人의 예에 의거
하여 양식을 구걸하거나 부모동생을 만나보는 외에 여염
에 유숙하는 자는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
랐다.124)

위 기사들에서 보이는 니승은, 출가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대응하
는 존재들로 해석될 수 있다. 호패법이나 여염 출입 금지령의 적용
대상으로 니승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니’
와 ‘니승’에 차이를 두고 가려서 적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니승’이라는 용어는 ‘니’와 함께 세속 신분과
상관없이 여성 출가자를 지칭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 출가자의 법명
을 거론할 때 관용적으로 그 앞에 붙는 특성을 지닌다. 아울러, 반드
시 그런 것은 아니나, 대체로 ‘승인’과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니승’은 그 쓰임에 있어 ‘니’보다 더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니승’이 ‘니’와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
는지 확언하기는 아직 어렵다. 두 용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모종
의 의미차를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쓰임에 대해
좀 더 궁구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홍씨와 정인의 예로 돌아가 보자. 홍씨와 정인은 세속 신분이
다른 ‘니’인데 둘 다 ‘니승’으로도 불렸다. 그렇다면 ‘니’로만 불릴 수
123)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9월 20일 壬午 3번째 기사
124) 《성종실록》 64권, 성종 7년 2월 13일 丁亥 5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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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이들을 ‘니승’으로도 부를 수 있는 다른 공통점은 없는가? 여
기서 놓쳐서는 안되는 점은, 이들이 ‘도성의 비구니들’이었다는 사실
이다. 니승 정인이 승과 간통하고 주인인 니승 홍씨를 독살한 사건은
정황이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풍속이 어지러워진 원인으
로 니승이 도성 내 여염에 섞여 살고 있는 점이 지목되었다. 조정에
서는 급기야 풍속 단속을 위하여 도성 내 새로 생긴 비구니절[尼舍]들
을 모두 헐어버리자는 논의가 진행되기에 이른다.125)
당시 도성 안 비구니절의 新創은 니승의 증가에서 기인하였다. 니
승이 원래 있기는 했지만 단속이 엄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번성한 적
이 없었다고 지적되었던 것이다.126) 태종대에 정업원 외의 산 속 尼
僧房을 모두 혁파한 적이 있으나127) 니승이 늘어나면서 비구니절도
아울러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 결국 성종 6년(1475) 9월 그믐으로 기
한을 정하여 니승들에게 주석처를 옮길 시간을 주고 성 안팎 비구니
절128)을 관청에서 모두 철거토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129) 이 때
한성부가 철거한 비구니절은 무려 23곳이나 되었는데,130) 당시 철거
에서 제외된 곳은 궁벽한 곳에 위치한 반석방의 니사 2곳과 세조가
설치한 인왕동의 니사, 도성 안 정업원 정도였다. 이 중 반석방은 남
125)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6일 甲戌 1번째 기사
126) 위 기사 ;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7일 乙亥 4번째 기사
127)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戊戌 6번째 기사
128) 조선시대 비구니절은 일반 승이 거주하는 寺刹과 달리 ‘寺’라고 불리지 않았다.
《실록》에서 비구니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尼舍’ 혹은 ‘尼社’였으며 ‘尼
寺’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寺’는 《실록》과 법전류와 같은 공
식 기록에서 남성 출가자가 주석하는 곳을 의미하였다. 여성 출가자가 주석하는
곳은 대개 ‘庵’ ‘社’ ‘舍’ ‘房’ ‘院’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렇다고 이 시설들이 절이
아닌 것은 아니다. 비구니절들 역시 ‘寺’와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寺’로 표현되지 않는 비구니절은 비구니와 관련한 사안을 다룰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다. 참고로 ‘인왕동 尼社’의 경우 여기서는 ‘社’를 썼
지만 《성종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9일 丙寅 4번째 기사에서는 ‘인왕동의 한
尼舍[仁王洞一尼舍]’라고 써서 ‘尼社’와 ‘尼社’가 혼용됨을 보여준다. 덧붙일 점은,
‘庵’ ‘社’ ‘舍’ ‘房’ ‘院’와 같은 표현은 남성 출가자의 주석처에도 쓰였다. 여성 출
가자의 주석처에만 공식적인 기록에서 ‘寺’가 쓰이지 않았던 것이다.
129) 《성종실록》 56권, 성종 6년 6월 12일 己丑 4번째 기사
130) 《성종실록》 57권, 성종 6년 7월 19일 丙寅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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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밖이므로 성 밖이다. 인왕동의 니사는 성 안인지 밖인지 명확하
지 않으며 이후 《실록》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다. 정황상 도성 안 니
승의 주석처는 정업원만 남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이후 ‘니
승의 거처로는 도성 안에는 정업원이 있고, 성 밖 동남쪽에 많이 있
다’131)는 언급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성종 6년에 도성 안에 있는 비
구니절은 정업원만 남기고 철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니승’이 도성 내의 비구니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이 용어
의 사용 시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니승’이 범칭으로
서의 ‘니’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 바로 사용 기간인데, ‘니승’
은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실록》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실
록》에서 ‘니승’의 용례는 태종 10년(1410)에 처음 보이며132) 15세기
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려사》에서도 보이는 것을 보아133)
태종 이전부터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니승의 마지막
용례는 명확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연산군 12년의 다음
기사이다.

너) 정업원 尼僧은 둘 만한 자만 두고, 그 나머지와 각처
의 尼僧은 아울러 聯芳院의 房婢로 소속시켜라.134)

위 기사는 연산군 12년(1506)에 정업원 니승을 솎아내어 연방원의
방비로 만들면서, 사실상 정업원을 혁파하였음을 시사하는 기사이다.
이 사건 이전인 연산군 10년(1504)에 이미 도성안의 정업원은 철거당
한 상태였다.135) 연산군 10년 당시 도성 안에 있던 정업원을 철거하
131) 《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13일 庚子 1번째 기사
132)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14일 庚辰 1번째 기사
133) 《고려사》 24권 세가 고종 38년 6월, “以朴暄家爲淨業院 集城內尼僧居之.”
134)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 3월 23일 癸卯 2번째 기사
135) 현창호, 이기운, 이지희 등은 정업원의 치폐에 따라 정업원 1기~3기를 구분하였
는데, 모두 연산10년의 도성 안 정업원 철거를 제2기 정업원 시기의 마지막으로
판정하였다. 이 중 이지희는 연산 12년 남아있던 정업원 니승을 솎아내어 연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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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성 밖으로 내보내고 정업원 니승들은 한치형의 집으로 옮겨버렸
다.136) 앞서 보았던 성종대 도성 안팎 비구니절의 대대적인 철거로,
도성 내에 하나 남은 비구니절이었던 정업원은 도성 밖으로 축출되었
을 뿐 아니라 도성 밖 정업원에 주석하던 니승들마져 이제 거의 사라
지기에 이른 것이다.
이 정업원 혁파 기사가 ‘니승’ 용례의 마지막이라는 점은 의미심장
하다.137) 15세기에 니승이 거론되는 맥락에서 그들의 주석처로 거론
되는 곳들은 도성 내 자잘한 尼舍[비구니절]들과 淨業院이었다.138) 이
중 니사는 지속적으로 정리되었는데, 정업원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세종대의 치폐를 겪기는 하나 15세기 내내 거의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도성 안 정업원의 특수성이란 과부가 된 후궁과 사족 집안
출신의 여성들과 같은 특수 신분의 여성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이
다.139) 니승의 용례는 바로 이 정업원의 혁파와 함께 사라진다. 즉 도
성 안 비구니절이 사라지면서 니승의 용례도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
서 ‘니승’은 도성 안 정업원의 尼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방비로 만든 조처를 실질적 정업원의 혁파라고 보았다.
136)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6월 11일 庚午 6번째 기사 ; 《연산군일기》 54
권, 연산 10년 7월 29일 丁巳 3번째 기사 ;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13일 己亥 1번째 기사
137) 실상 ‘尼僧’의 용례는 《중종실록》 83권, 중종 32년 2월 1일 庚戌 1번째 기사에
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기사에서의 ‘尼僧’은 내용상 그냥 ‘僧’이거나 ‘僧徒’여
야 한다. 승이 많아서 군액이 줄고 있는데도 그들을 부역에 동원할 때 대우가 좋
으니 ‘승도’가 치성해 질 것이 뻔하다는 내용으로, 밑줄 친 부분에 비구니의 의미
인 ‘니승’이 나올 이유가 없다.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매우 내용이 많
아 일부분만 간략히 옮기면 다음과 같다. “......徒見彼僧勞少逸多 豈不曰國家崇奉
釋道 愛恤僧徒 云爾? 爲僧者 亦誇於衆曰 赴役之時 御廚之饋 相望於道 觀聽眩惑
傳聞駭異. 尼僧之熾 指日可待 媚佛求福 亦階乎此矣.”
138)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戊戌 6번째 기사
139) 정업원의 치폐 및 정업원 소속 비구니와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
다. 현창호, 1961 〈淨業院의 置廢와 위치에 대하여〉 《향토서울》 11 ; 이기운,
2001 〈조선시대 淨業院의 설치와 철폐〉 《한국불교학》29 ; 이기운, 2003 〈조선시
대 왕실의 比丘尼院 설치와 信行〉 《역사학보》178 ; 황인규, 2008 〈조선시대 정업
원과 비구니 주지〉 《한국불교학》51 ; 이지희, 2010 〈조선시대 정업원의 운영〉
《청람사학》18 ; 탁효정, 2015 〈조선 전기 淨業院의 성격과 역대 주지〉 《여성과
역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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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니’가 조선시대 내내 여성 출가자를 지칭하는 범칭으로 사
용된 데 비해, ‘니승’은 지역적, 시기적으로 더욱 제한적 의미를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즉, ‘니승’은 15세기 도성 안의 여성 출가자에게 세
속의 신분과 관계 없이 쓰였으며, 도성 안 비구니절이 거의 정리되는
결과로 15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업원 비구니들로 한정되는 경향성
을 보인다. 실제로 성종 15년(1484)에 도성 안 비구니절은 정업원 뿐
이었다. 그러다 연산 12년(1506) 정업원이 사실상 혁파되면서 니승의
용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후 명종대에 정업원이 복설되었으나
‘니승’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140)
즉, 조선초 불교의 여성 출가자를 가리키는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용
어는 ‘尼’이다. 다만 15세기에는 도성 안의 비구니를 가리켜 ‘尼僧’이
라고 지칭하였는데, ‘니승’이라는 용어는 연산 12년 이후 《실록》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후에는 대개 ‘니’가 쓰이고 있다.

3) 남성 출가자

《실록》에서 불교의 남성 출가자를 지칭할 때는 ‘僧’ ‘僧人’ ‘僧徒’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중 ‘僧人’은 어느 시기부터인
가 쓰이지 않는데 반해, ‘僧’과 ‘僧徒’는 시기를 막론하고 가장 광범위
하게 쓰이는 용어였다. 태조 때부터 과도한 수로 문제시 된 ‘승’이란
140) 이 때 정업원의 위치가 도성 안인지 밖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니승’이 ‘도성
안 비구니’라는 의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잊혀진 용어가 된 것인지, 도성 안 비구
니가 사라져 쓰이지 않은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시기 복설된 정업원
이, 15세기와 같이 궁궐의 후궁들이 출가하며 정업원의 주지를 맡고 도성 내에 기
거하는 양상과는 달랐음은 분명하다. 이시기 정업원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는 설
이 분분하다. 현창호, 앞의 글은 정업원의 위치가 도성 밖에 있다고 확신하였는데,
이기운은 이를 부정하며 《사찰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덕궁 후원 서동’에 있
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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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남성 출가자인 비구의 무리이다.
‘승’은 단순히 불교 출가자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였으나, 단독으로
쓰일 때 대부분의 경우 남성 출가자를 가리킴은 이미 앞에서 서술하
였다. 다만 여기서 ‘승’과 관련하여 짚고 가야 할 점은 ‘승’이 도첩의
유무와 상관없이 불교의 남성 출가자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는 사실
이다.

더) 전날 대사헌이 도첩 없는 僧[無度牒僧]을 금지하기를
청하였다.141)
러) 내가 생각하기를, ‘令을 어기고 머리를 깎은 자가 자못
많은데 모두 세속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만약 몇 달
동안 부역시키고 도첩을 준다면, 거의 두 가지 일이 다
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도첩이 없는 僧
[無度牒僧] 1천여 인을 모집하고 護軍 金倣에게 명하여
가평에서 材木을 채취하게 하였다.142)

또한 지적할 점은 ‘승’이 반드시 如法하게 생활하는 독신의 출가자
만 지칭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불교 수행자로서의 승은 대개 청정
한 독신 출가자로 상정되곤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 실제 현실 속의
승은 반드시 그런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머) 아홉 번째는 僧尼를 걸러내는 것[汰僧尼]입니다......그
법이 본디 청정과욕으로 종지를 삼으니, 멀리 바위 동굴
에 숨어 푸성귀를 먹고 물을 마시며 정신을 수련하는 것
이 옳습니다. 지금은 평민과 섞여서 고준한 말의 미묘함
으로 士類를 현혹하기도 하고, 死生의 죄보로 어리석은
141)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5일 癸未 5번째 기사
142)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8월 8일 壬午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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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협박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時俗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한 곳으로 흘러 본업에 돌아갈 것을 잊게 합니다.
심한 자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으며, 재물을
늘리고 여색을 탐하여 이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그 무리들을 모아 학문과 수행을 자세히 살
펴서 그 학문이 정밀하고 수행이 닦인 사람은 그 뜻을
이루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여 각기
그 업에 종사하게 하소서.143)
버) 惠贊은 장사로 업을 삼았는데, 처는 있고 아들은 없는
僧[帶妻無子僧]입니다.144)

기사 (서)는, 태조 즉위 직후 사헌부가 개혁해야 할 10가지 조목을
올린 것 중 아홉 번째 ‘僧尼를 걸러낼 것[汰僧尼]’을 건의하는 내용이
다. 이 기사는 간혹 승니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오인
되기도 하지만 문장을 잘 살피면 불교의 종지에 충실하지 못한 승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145) 즉, 불교의 가르침대로 잘 하는 자들은
놔두고 청정과욕하지 않고 평민과 섞여 살며 심지어 재물과 여색까지
탐하는 승을 골라내어 환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3)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0일 己亥 3번째 기사
144)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6월 4일 庚辰 1번째 기사
145) 조선초 ‘汰僧尼’ 정책에 대하여 ‘승니를 없애야 한다’라고 이해하여 조선의 억불
책이 승니를 없애려 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
이다. ‘汰’의 기본적인 의미는 ‘쌀이나 콩을 물에 일다, 걸러내다’이다[漢典,
www.zdic.net 표제어 汰 참조]. 즉, ‘汰僧尼’란 승니 중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시속을 해치는 자들을 걸러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는 위에서 인용한
《태조실록》 기사 말미의 내용에서, 학행이 정밀한 자를 남기고 나머지는 머리를
기르게 해야 한다고 한 데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汰’를 번역할 때 번역어로,
‘淘汰, 沙汰, 汰去’ 등의 단어가 선택되는데 汰와 그 의미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
러한 汰의 용례는 조선시대 각종 기록류에서 광범위하게 찾아진다. 예컨대 ‘외방
의 수령을 사태할 때...[外方守令沙汰時...]’[《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14일
辛亥 1번째 기사]라는 기사는 외방의 수령 중 잘잘못을 따져 못한 사람을 걸러냈
다는 의미이지, 외방의 수령을 모두 없앴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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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어)는 혜찬이라는 ‘승’이 있는데 그는 아내가 있으며 장사를
업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위 기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은 불교 출가자로서 청정한 독
신의 남성 수행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출가자라 하지만 마
을에 섞여 살고 계를 지키지 않으며 심지어 아내를 가진 자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다.
‘승도’는 ‘승의 무리’라는 의미이다. 승의 복수형이므로 기본적으로
남성 출가자의 무리를 의미한다.

서) 안암사를 중창하는 것은 僧徒를 살게 하려는 것이 아
니다. 尼僧이 京城 안에 살 수 없으므로 거기서 살게 하
려는 것이다.146)

위 기사는 성종대 안암사 중창의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도성 안에
니승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석처로 안암사를 중창하는 것이
지, 남성 출가자 무리인 ‘승도’를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승도’와 ‘니승’이 성별로 대별되어 사용되어 각각 남성과 여
성 출가자의 무리를 지칭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승도’는 도첩의 유무와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승의 무리’를 통
칭할 때도 사용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어)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僧徒의 도첩을 정밀히 조사
하여 도첩이 없는 자는 환속시키소서.”147)
저) 僧徒 중에 各司를 짓는 데에 부역한 자들 외에 도첩을
주지 않는다면, 10월 초1일의 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도
첩이 없는 자를 다 환속하게 하려는가.148)
146) 《성종실록》 164권, 성종 15년 3월 2일 己丑 1번째 기사
147)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1월 21일 癸未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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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僧徒는 깊이 산골짜기에 숨어있으니 수령이 어떻게 찾
아내겠는가? 지금 부역하게 하면 비록 도첩을 주더라도
또한 나라의 이익이다.149)
커) 신의 생각으로는, 僧徒의 도첩을 모두 거두어서 속이
는 자가 없는가를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모습과 나이를
나무 패에 새겨서 차고 다니게 한다면, 간사한 술책을
거의 막을 수 있고 군액도 많아질 것입니다.150)

기사 (처)는 승도가 도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라는 사헌
부의 상소이다. 여기서 승도는 도첩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모두 포함한 언급이다.
기사 (커)는 도첩이 없는 승도 중 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부역하
지 않은 자를 모두 환속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는 뜻의 언급이다. 기사
(터)는 도첩을 받지 않은 승도가 산골짜기에 숨어 있으면 어차피 수령
이 찾을 수 없으므로, 도첩을 준다고 하여 나오게 해 부역이라도 시
키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의미이다. 위 기사 (커)(터)에
서 ‘승도’는 ‘도첩을 갖지 않은 승의 무리’를 지칭하고 있다.
기사 (퍼)는 승도의 도첩을 다 거둬 그 위조 여부를 조사하자는 것
이다. 여기서 승도는 도첩을 갖고 있는 자를 전제하고 있다.
위 기사들의 내용으로 판단할 때 ‘승도’는 도첩 유무와 관계없이
‘승의 무리’를 가리키는 범칭임을 알 수 있다.
‘승도’는 청정과욕의 수행자들 외에 그렇지 못한 출가자들을 지칭하
기도 한다. 앞에서 ‘승’이 반드시 여법한 청정비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보았는데, ‘승도’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승도’는 그저 ‘승의
무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지칭하는 ‘승’이 대처라면 ‘승도’ 역시
148)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8월 28일 壬寅 1번째 기사
149)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4일 癸亥 1번째 기사
150) 《성종실록》 240권, 성종 21년 5월 20일 辛未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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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승의 무리가 된다.

터) 僧은 본디 청정과욕을 도리로 삼는 것이니 집에 있으
면서 아내를 둔 자는 없애지 않아서는 안 되므로, 신 등
이 僧徒는 없애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151)
퍼) 僧徒들이 아내를 가지는 것은 律에 정한 죄가 있고
《六典》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제주의 僧徒들은 공공연하
게 아내를 가지고 寺社를 자기 집으로 삼고 제자들에게
일을 시켜 자기 처자를 부양하면서...청컨대 제주의 아내
가 있는 僧徒[帶妻僧徒]를 한번에 모두 추쇄하여 牧子가
되게 하거나 군액에 충당케 하소서.152)
허) 평안도 감사 李克墩이 ‘僧徒로 소와 말을 몰고 다니면
서 장사하는 자를 모두 금해야 합니다.’라고 계하였는데,
전하께서, ‘僧도 또한 그 부모를 봉양해야 하므로 금지함
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153)

위 기사들에서 ‘승도’는 아내가 있으며 처자를 부양하는 자들이다.
어떤 경우 장사를 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모두 ‘승
도’의 범주에 들어간다. 광범위한 승도의 지칭 범위와 관련하여, 적어
도 고려시기까지 승도는 사원 소속세력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용어
였다는 주장도 있다.154) 그러나 여리에 섞여 살거나 처자식을 가진
승, 장사하는 승이나 승군 등이 반드시 승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151) 《성종실록》 45권, 성종 5년 7월 13일 丙寅 3번째 기사
152)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0일 丁卯 3번째 기사
153)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29일 丙辰 1번째 기사
154) 배상현은 ‘僧徒’가,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승을 포함하여 훨씬
세력을 지칭했다고 보았다. 예컨대 在家和尙이나 가사를 입지 않고
‘승도’가 승려를 지칭함은 물론이고 승이 아닌 여타 부류의 사원에
을 다수 포함한 것이라고 하였다. 관련하여 裵象鉉, 앞 책, 제4장
범주와 유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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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사원
그는 고려시대
부속한 인원들
3절 1. 승도의

어렵지 않은가 한다. 적어도 《실록》의 맥락에서 그들은 도첩승이라고
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자이거나 沙汰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승’ 혹은 ‘승도’라고 지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도’는 다양한 양
태로 존재하던 ‘승’을 범칭하는 용어였다고 본다.
또한 ‘승도’는 ‘승인’의 복수형으로도 쓰인다. 그런 용례는 매우 흔
하게 찾아지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를 보자.

고) 이때 사헌부가 興天寺에서 安居會를 베푼다는 말을 듣
고 僧徒 40여 人을 잡아다가 그 사유를 국문하였다. 임
금이 이를 듣고 지평 정효강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들
이 효령대군이 흥천사에서 안거회를 베푼다는 것을 듣고
사간원과 더불어 파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마음대로
안거회를 파하려고 하여 억지로 僧人을 잡아다가 국문하
였다니 어찌된 것인가.”155)
노) 京山의 僧徒가 부모족친을 본다든가 시장에서 무역하
는 일로 京城에 들어오는 경우, 도첩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락하게 하라. 먼 지방의 僧人까지도 역시 소재관의 문
빙과 도첩을 상고하고, 또한 출입을 허락하게 하라.156)

위 기사 (도)는 효령대군이 흥천사에서 안거회를 베푼다는 소문이
있자 사헌부에서 해당 절의 ‘僧徒’ 40여 인을 잡아다 국문한 일이다.
이에 대해 왕은 잡혀온 승도를 ‘僧人’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즉 이 두 용어의 지칭 대상이 동일한데, ‘승도’는 ‘승인의 무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사 (로)는 승도의 도성 출입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 승도나 지방
승인이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무조건 금하지 말고, 가족을 만나거나
155)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12일 己丑 1번째 기사
156)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8일 丁未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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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물건 사는 일인 경우 도첩을 확인하고 허락해 주라는 기사
이다. 이 기사에서 승도는, 도첩을 가지고 있는 ‘승인의 무리’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다른 용어들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용어는 바로 이 ‘僧人’이
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불교의 출가자를 범칭하는 용어로 이미 僧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역시 범칭으로서 승의 ‘무리’라는 의미를 강
조할 때 ‘僧徒’가 사용되었다. 또한 승은 尼에 대응하여 남성 출가자
의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僧’이라는 용어가 있었음에도 따로 ‘僧人’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따로 ‘승인’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주목한 선행 연구는 특별히 없다.
일반적인 사료의 해석에서도 승, 승인, 비구, 치류 등을 모두 그저
‘중’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왕왕 보인다.157) 물
론 《실록》 내에서 승인과 승이 특별한 구분이 없는 것처럼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승과 승인에 무언가 쓰임상 경향성의 차이가 있
음을 간취하게 된다. 또한, 승에 비해 굳이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의미가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승과 승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을 찾아 ‘승인’의 함의를 추적
해 보자.
우선 앞에서 ‘승인’은 ‘승’과 같이 尼･尼僧에 대응하여 남성 출가자
의 의미로 쓰였음을 서술한 바 있다. 특히 ‘니승’과 짝지어 사용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았다.
그 외에 《실록》에서 ‘僧人’이 사용되는 맥락을 한 번 살펴보자.
157) 앞서 전영근, 앞 논문 ; 손성필, 앞 논문에서는 ‘승’ 혹은 ‘승인’을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용어가 쓰였다는 것
은 그 의미나 어감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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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갑오년에 수교한 대소 각 품 인원 및 직책이 있는 양
반 자손과 有職·無職의 僧人, 庶人, 公私賤口에게 공문
을 만들어 줄 노비의 수는 다시 그 수를 정하여 계목 뒤
에 기록하였습니다.....僧人은 각 宗 판사 이하 선사 이
상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5구이고 중덕 이하 大禪
이상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0구이고, 無職僧人은 전
에 정한 수에 의하여 5구입니다.158)
로) 丙申년 7월 이후에 스스로 僧이 되기를 원한 자는 《六
典》에 의하여 정전을 받고 도첩을 주어라. 7월 이전에
삭발한 각 종의 大選 외 僧人은 오는 정유년 3월 그믐
을 기한으로 하여, 良賤과 종전의 도첩 유무를 논하지
말고 정전을 받지 말고 도첩을 만들어 주어라.159)
모) 지난번에 회암사 등의 절을 중창할 때에 도첩을 받은
僧人이 무려 8만이나 되어...160)
보) 僧人이 도첩은 있는데 승직이 없어서[僧人有度牒無職]
職 받기를 원하는 자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도첩이 있고 손재주가 좋은 승인[有度牒善手僧
人]에게 자원해서 부역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20
일을 기준삼아 각자가 준비한 양식으로 일한 자에게는
吏曹로 하여금 전례(前例)에 따라 승직을 제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61)
소) 충청도 정산현의 어떤 僧人이 한 僧을 붙들어가지고
와서 고을 이속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僧은 公賤으

158)
159)
160)
161)

《태종실록》
《태종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21일 甲寅 2번째 기사
32권, 태종 16년 8월 2일 辛酉 3번째 기사
5권, 예종 1년 5월 9일 壬辰 1번째 기사
157권, 성종 14년 8월 14일 甲戌 5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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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도망한 사람이다.’고 하였습니다.......162)

앞서 승인의 용례들이 ‘승직 혹은 승계를 가진 승’을 특칭하는 것이
었다면 위의 기사들은 적어도 도첩을 받은 승 이상을 지칭하는 경우
들이다.
기사 모)는 이전에 정한 승인에게 할당된 奴의 액수를 다시 조정하
는 기사이다. 기사 모)의 전체 내용을 찾아보면 ‘유직, 무직의 승인’은
모두 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무직의 승인’이란 승계는
있으나 승직을 받지 못한 승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사 보)의 경우 도첩을 받지 않고 이미 출가한 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이다. 그저 출가하기를 원하는 자는 ‘승’이 되려는 자라고 표현하
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大選 외의 승인[大選外僧人]’이란 승과를 보
지 않고 혹은 도첩이 없으나 승직을 받은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표현은 《실록》에서 간혹 산견되는데, ‘大選入格外 無度牒僧
人’163)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大選’이란 승직이 아
니라 選試, 즉 僧科를 가리킨다. 《실록》에서 쓰이는 ‘大選’과 ‘大禪’을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간혹 있으나 이 둘은 의미상 차이가 있
다. 전자는 승과 시험, 후자는 승과 합격 후 처음 받는 승계를 지칭하
는 것이다.164) 이미 출가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조선전기에 도첩
을 받거나 승과를 거치지 않고 승직을 받은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165) 그런 자들을 구제하는 조처로 이해되는 것이다. 즉 같은
기사인 보) 내에서 ‘僧’은 그저 출가자의 의미로, ‘승인’은 도첩 혹은
162)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1월 24일 丙寅 3번째 기사
163)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5일 辛巳 7번째 기사
164) 이는 본문과 같은 기사 등을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흥
식, 류기정의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165)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5일 辛巳 7번째 기사 ; 《단종실록》 10권, 단
종 2년 1월 3일 乙卯 1번째 기사. 상대적으로 개국 초인 태종대와 달리 세종, 단
종대에 이르면 도첩 없이 승직을 받은 자를 구제하지 않고 바로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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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166)을 가진 자로 이해된다.
기사 소)는 회암사를 중창하면서 승을 부역시키고 8만의 도첩을 발
급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도첩을 받은 자들을 ‘승인’으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사 오)에서는 修理都監提調가, 도첩은 있으나 승직이 없는 승인
중에 손재주 있는 자를 뽑아 營繕공사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승직을
주자고 건의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승직과 상관없이 도첩을 가진
승은 ‘승인’이라 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조)는 좀 더 명확하게 승과 승인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사의
내용은 어떤 ‘승인’이, 원래 공천인데 도망가 출가한 ‘승’을 붙잡아 신
고하였다는 내용이다. 내용으로 보아 ‘승인’은 도첩이 있으며 신고당
한 ‘승’은 도첩이 없는 무도첩승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연산군 3년
때의 일로 《경국대전》이 반행되던 때이다. 《경국대전》 형전 公賤에
보면 역을 피하여 승니가 된 공천은 장 1백을 때려 極邊 殘邑의 관노
비로 영속시키고, 도망하여 장적에서 누락된 노비를 신고하는 자는
매 4구에 1구를 상으로 주고, 3구 이하는 각 年의 貢布 및 저화를 추
징하여 상으로 준다고 되어 있다.167) 즉 위의 승인은 무도첩승을 신
고하여 상을 받으려 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도첩승은 ‘승인’, 무도첩승은 ‘승’으로 불림을 알 수 있다.
위 사례들에서 쓰인 ‘승인’의 맥락을 종합해 보았을 때, 대개 도첩
이 있는 남성출가자, 즉 도첩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을 볼 수 있다.

166) 大禪, 중덕, 선사, 대선사 등은 연구사의 개념대로 명확히 따지면 승직이라기보
다 승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록》에서는 ‘승계’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위 승계들을 지칭하면서 매번 ‘승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조선시대에 승직이나 승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용어를 혼용하였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편의상 선사, 대선사 등의 승계에 대해 승직의 용어를 혼
용코자 한다. 승직과 관련한 상세한 논의는 Ⅲ장 2절을 참조하라.
167) 《경국대전》 형전,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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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다른 용례들도 살펴보도록 하자.

오) 서울 안에서는 헌부가, 외방에서는 감사가 寺社의 간
각·노비·전지와 大小僧人·법손노비의 수를 조사하여 아뢰
라.168)
조) 각 종파의 판사 이상 僧人은 (奴) 15구이고, 대선사와
대덕은 10구, 중덕 이하는 7구이다.[()는 필자 주]169)
초) 처음으로 이조가 僧人의 고신을 서경하여 주도록 명하
였다.170)
코) 형조에서 아뢰기를, “僧人이 각 관사의 건물이나 교량
을 영조한 공로로 인하여 大禪師니 禪師니 하는 官敎를
받은 자가 아내를 얻고 환속해도 다시 官敎를 관에 반납
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같은 僧에게 轉賣하고 있사오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환속한 僧人의 官敎는 그때 즉시 거
두어 吏曹에 보내게 하고, 만약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토) 僧人이 환속하면 僧職에 따라 檢校의 예에 의하여 관
직을 제수하여 還俗하는 길을 열어줌이 어떻겠는가?171)
포) 僧人의 선발 시험을 문과·무과의 예와 같이 3년에 한
번씩 행하고, 예조 낭관이 맡아서 이 선발에 합격하는
자는 大禪이 되고 중덕이 되며 주지가 되는데......172)

위 기사들에서 승인은 승 가운데 승직 혹은 승계를 가진 자를 지칭
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초)의 ‘대소승인’은, 높고 낮은 벼슬아치를
168)
169)
170)
171)
172)

《태조실록》
《태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12권,
28권,
32권,
58권,
95권,

태조
태종
태종
세종
성종

6년 7월 5일 甲寅 1번째 기사
14년 윤9월 27일 丁卯 1번째 기사
16년 12월 18일 乙亥 1번째 기사
14년 10월 17일 壬寅 1번째 기사
9년 8월 4일 계사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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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大小人員’과 유사하다. 여기서 人의 의미를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人’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글자로도 쓰이
지만, 벼슬아치로서의 함의를 갖기도 한다. 특히 국가의 구체적인 정
책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에 ‘人民’ ‘大小人民’ 등으로173)
‘民’과 결합하여 사용되는데, 인과 민은 정치적 의미에서 서로 다른
범주의 존재를 가리킨다.
‘인’과 ‘민’은 문자로서 처음 출현했을 때부터 각각 지배층과 피지배
층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金文에 나오는 ‘民’의 원래 의미는 붙잡혀
눈이 찔린 채 이주해 와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들이었으며, 이들이
이후 신분변동을 거치며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피통치자 전체를 가
리키는 말로 보편화되었다.174) 정치현상을 기록한 중국의 초기 문헌
은 거의 모두 지배층인 ‘人’을 포함한 군주의 피지배층 ‘民’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수록하였으며, 이 인식과 태도는 중국 정치사상의 기
본 틀을 이루었다.175) 고대의 중국에서 人은 先王, 王, 귀족[君子], 관
리의 네 가지 뜻이 있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176) 공자는 論語 〈學
而〉편에서 “천승의 國을 이끌려면 丁巳를 공경히 하여 믿음을 주고,
쓰임을 절약하여 人을 아끼고, 民을 부릴 때는 시기를 맞추어야 한다
[道天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라고 하였다. 이 문
구의 人은 民에 대비되어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177) 조선시대
의 경우 벼슬아치를 ‘官人’이라고 칭하는 것이나, 문무관과 生員･進
士･錄事･有蔭子孫 및 無嫡인 有蔭妾子孫을 의미하는 ‘大小員人’178),
전현직 관원을 지칭하는 ‘大小人員’ 등에서 ‘人’의 사용을 엿볼 수 있
173) 이석규, 1996 〈조선초기 관인층의 민에 대한 인식〉 《역사학보》 151, 40쪽
174) 장현근, 2009 〈민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고찰〉 《정치사상연구》 15-1, 137-138
쪽
175) 박병석, 2014 〈중국 고대 유가의 ‘민’ 관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2,
3-4쪽
176) 劉明鍾, 1983 《中國思想史》Ⅰ(古代篇), 이문출판사, 29쪽
177) 류종목, 2000 《논어의 문법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 장현근, 앞 논문, 139쪽
178) 《經國大典》 刑典 賤妻妾子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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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9)
人의 이러한 쓰임으로 미루어, ‘승’에 대하여 ‘승인’ 역시 관원을 지
칭하는 의미를 함의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기사 초)에서
지칭하는 ‘대소승인’은, 외방 寺社들에 주석하는 승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승직자의 함의가 있는 용례로서의 예는 이어지는 기사들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기사 코)의 경우 형조에서 각 品에게 줄 노비
의 액수를 정하여 올린 기사이다. 위로는 1품부터 아래로는 직이 없
는 公私賤人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판사, 대선사, 대덕, 중덕
등 승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책정되었다.180) 여기서 ‘판사 이상의 승
인’과 같은 표현은 판사와 같은 승직을 가진 자들을 그냥 僧이 아닌
‘僧人’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기사 토)는 승록사에서 주던 승인의 서경과 고신 발급을 이조가 하
기 시작하였다는 기사이다. 고신을 받을 승직자는 ‘승인’을 표현되고
있다.
기사 포)는 부역에 동원된 대가로 승직 임명장인 관교를 받은 승인
이 환속 후 자신의 관교를 반납하지 않고 파는 일이 있으니 이를 금
지하라는 건의이다. 여기서 관교를 받아 승직이 있는 ‘승인’이 관교가
없는 ‘승’에게 관교를 팔고 있다. 이 기사는 단순히 보면 승인과 승의
차가 有職僧과 無職僧의 차이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관교를 사려는 ‘승’은 도첩도 승직도 없는
179)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編, 1986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韓國精神
文化硏究院, 647쪽에서는 ‘大小人’ ‘大小員人’ ‘大小人員’을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
였다. 이종일, 1995 《大典會通硏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293쪽 각주 658
에서는 大小員人이 크고 작은 관원과 관인을 의미하는데 대해 大小人員은 전현직
관원을 지칭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大小人은 대소원인보다도 범위가 넓은 대
인(관인)과 소인(양인과 천인) 모두를 칭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人’은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벼슬아치와 관련된 용어에 붙는
성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80) 이는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21일 甲寅 2번째 기사에서 판사 이하
선사 이상은 일괄 15구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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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첩승일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 부역을 통해 도첩이 없는 자에게
관교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부역 대가로 관교를 받은 자는
도첩이 있는 것에 준하여 대우해 주었던 것이다.
기사 호)는 환속자에 대한 처분인데, 승직을 지냈던 출가자를 ‘승인’
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구)는 관료를 뽑는 과거와 같이 승과가 실시되는 것을 비판하
는 내용이다. 승과에 합격한 승은 계와 승직을 받아 세속의 과거에
비견된다. 과거가 관인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면, 승과는 ‘승인을 선발
하는 시험’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위 내용으로 보아, 승직이나 승계를 가진 승을 특칭 할 때 그저
‘승’이라 하지 않고 ‘승인’이라 지칭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승인’의 의미를 짚어 볼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바로 도첩승과 有職僧의 관계이다. 도첩을 가진 승을 ‘승인’이
라 하기도 하고 승직이 있는 승을 ‘승인’이라 하기도 한다면, ‘승직이
있는 승’의 도첩 소지 유무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승록사에서 각 宗의 選試가 임박하였으니 도첩을 발급하기를 청한
기사181)를 볼 때, 원칙적으로는 選試를 통과한 승에게 부여되는 僧階
와 僧職은 도첩승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와 같이 營繕 등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승직을 제수 받거
나, 도첩이 없는 승이 승직을 받은 경우들이 확인된다.182)
실제로 승직을 받은 사실이 도첩을 소지한 것에 준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실록》의 기록상 승직의 있고 없음으로 도첩
의 유무를 명백히 가릴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무도첩승이 승계나
승직183)을 받아 도첩승과 같아지는 현상은 결국 정해진 도승법에 위
181)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10일 戊午 1번째 기사
182)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22일 戊辰 1번째기사 ; 《세종실록》 권49, 세
종 12년 8월 17일 乙酉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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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는 것이었으므로, 세종은 승직이 있더라도 법대로 처분하여 도첩
이 없으면 환속시키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다.184)
승직이 있다는 사실이 도첩 소지와 유사하게 처리되기도 하였으나,
승직이 있더라도 무도첩승은 환속시키라는 처분에서 보듯 원칙적으로
처리하려 들면 도첩을 대신할 확실한 信標는 없었다. 즉‘승인’의 의미
에 있어 승직보다는 도첩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실록》 상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것처럼 보이
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승인이
위와 같은 함의가 있다는 경향성은 관련한 《실록》 기사들을 읽다 보
면 간취되는 점이다. 그러므로 승과 승인이 혼용되더라도, ‘승인’이
가진 기본적 함의를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승과 승인이 혼용
되어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승이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185)
이상 승인과 관련된 용례들로 보아, ‘승인’은 적어도 도첩을 가진
남성 출가자로서의 도첩승, 더하여 승직 혹은 승계를 받은 승을 특칭
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출가자의 용어에 대해 개념을 알고 법전을 검토하
면 조문의 의미가 더 명확해 진다. 법전에서는 승과 니는 물론, 승인
183) 원칙적으로 僧階는 官階와 유사한 개념으로 選試에 합격한 승에게 부여되는 禪
師, 大禪師 같은 류의 것이다. 승직은 住持, 判事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직책을 말
하는 것으로, 官職과 유사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실록》에서 ‘僧階’라는 용어
는 사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僧職으로 표현되고 있다. 《실록》에서 승직과 승계는
그 개념과 용어가 혼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成俔의 《慵齋叢話》에서 判事에 오르
면 도대선사가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승직과 승계가 아예 구분이 되지 않는 개
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때에 따라 승계와 승직에 대해 爵秩이라는 용어로 표현
하기도 하였다.
184)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3월 戊辰
185) 이러한 경우는 단어마다의 개념 위차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
대 오늘날 학생과 대학생의 예도 그러하다. 학생에는 초･중･고･대학생 등이 모두
들어가지만 중학생이나 대학생 등만을 가리킬 때 그냥 ‘학생’이라고도 쓴다. 학생
이 나머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인지는 문맥을 통해 판
단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경우 중학생 혹은 대학생이라고 특칭하게 되는 것이다. 승
과 승인의 관계도 이러한 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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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전에서 쓰인 여러 용어들
에 대해 그 의미가 명시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
확한 단어의 의미를 단정하여 정의하기는 힘들다. 다만 《실록》에서
도출한 개념을 《경국대전》에 적용하여 조문 자체의 의미를 좀 더 선
명하게 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서 《경국대전》 내 승 관련 용어의 쓰
임을 살펴보자.

《經國大典》186)
<‘僧’의 예>
戶典 雜令 : 2-4. 법을 어기고 僧이 되었다가 原籍으로 돌
려보내 역에 차정한 수...를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
가 연말에 왕에게 보고한다.
禮典 度僧 : 3-1. 僧이 된 자는 석 달 내에 선종 혹은 교
종에 신고하여 誦經을 시험하고 本曹(예조)에 보고하고 임
금에게 계문하여 정전을 거두고 도첩을 준다.

위 《경국대전》 2-4과 3-2 조문에서 쓰인 ‘승’은 남성 출가자 자체
를 의미함을 볼 수 있다. 곧, 남성 출가자의 범칭으로 쓰인 것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 ‘승’은 크게는 출가자 전체, 대개는 남
성출가자를 지칭하는 말이며 도첩 소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출가자 그
자체를 지칭할 수 있다. 다만 두 조문에서 보이는 ‘승’은 도첩을 받지
않은 남성 출가자를 지칭하고 있다. 2-4의 ‘승’은 법을 어긴 경우이
나, 3-1의 ‘승’은 度僧 조문에 규정한 도첩 발급의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도첩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이나 모두 불법이
라고 규정할 수 없다. 3-1의 규정으로 볼 때 ‘출가 후 도첩 발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187) 따라서 두 경우의 ‘승’은 남성 출가자 자
186) 원문은 《부록 2》 《경국대전》 불교 관련 조문 참조
187) 관련 내용은 본고 Ⅲ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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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僧人’의 예>
刑典 囚禁 : 5-1. 杖 이상은 옥에 가둔다. 문무관과 내시
부, 사족부녀, 僧人은 왕에게 계문하고 가둔다.
刑典 推斷 : 5-2. 무릇 拷訊은 왕의 윤허를 받아 집행하고
외방은 관찰사에게 보고한다.【문무관과 내시부, 사족부녀,
僧人은 관찰사가 왕에게 계문한다.】
刑典 禁制 : 5-7. 喪人·庶人·僧人이 도성 안에서 말을 타
는 자는【老病者와 양종판사는 금하지 않는다.】... 杖 60대
에 처한다.
刑典 公賤 : 5-11. 무릇 천인의 所係는 母役을 따른다.【다
만 천인이 양인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은 父役을 좇
는다. 僧人의 자식은 비록 良일지라도 또한 賤을 좇는다.
신고한 자는 逃漏노비를 신고한 경우와 같이 상을 준다.】

위 《경국대전》 刑典 5-1, 5-2 조문에서 ‘僧人’은 文武官과 內侍府,
사족부녀와 동격의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문무
관과 내시부는 관직자들로 볼 수 있고 사족의 부녀는 높은 신분의 여
성으로 함부로 가두거나 고신하기 어려우므로 배려 차원에서 일종의
특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刑典 囚禁 5-1 조문에서 杖刑 이
상을 받은 경우 옥에 가두는데, 문무관과 내시부, 사족부녀, ‘僧人’의
경우 왕에게 아뢴 후 가둔다고 하였다. 이때 거론된 대상들을 보면
이에 더하여 ‘승’이 아니라 ‘승인’이 함께 거론되었다. 刑典 推斷 5-2
조문에서 拷訊의 경우 역시 문무관, 내시부, 사족부녀와 더불어 ‘승
인’은 관찰사가 왕에게 아뢰어야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포괄적
범칭인 ‘僧’이 아닌 ‘僧人’으로 쓴 까닭은 이 둘의 지칭 범주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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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암시한다. ‘승인’과 같은 선상에서 거론된 ‘문무관, 내시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제도적 출세간인 ‘도첩승’ 혹은 僧階가 있는
‘僧職者’를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刑典 禁制 5-7 조문에서는 도성 내에서 말을 탈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출가자의 범칭인 ‘僧’을 지목하지 않고 ‘僧人’
을 제한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兩宗判事는 허용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승인’의 의미 역시 범칭으로서의 ‘승’보다, 도첩승 혹은 승직
자의 의미로 좁게 이해할 수 있는 용례라고 본다. 전체 출가자‘승’ 중
에 ‘양종판사’라기보다, 승직자인 ‘승인’ 중에 ‘양종판사’만 허용한다
는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刑典 公賤 5-11 조문의 경우, 俗人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賤인
경우 그 자식도 賤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僧’이 아닌 ‘僧人’의
경우 부모가 良이어도 자식은 무조건 賤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눈
에 띈다. 승인 소생에 대한 규제는 《경국대전》 이전부터 존재하였
다.188) 《경국대전》에서는 ‘승인’에게 독신의 持戒를 강조하고 자식을
낳을 경우 자식을 賤으로 만드는 규정이 법제화되면서, 승인이 지켜
야할 가장 기본 계율이면서 지켜지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던 부분을
규제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僧尼’의 예>
刑典 禁制 : 5-9. 여염에 僧尼가 유숙하는 자는【양식을 구
걸하거나 부모동생을 만나거나 齋物을 수송하는 僧尼는 금
하지 않는다.】 논죄한다.
刑典 公賤 : 5-10. 만약 역을 피하여 僧尼가 된 자는 장

188) 청정한 독신 비구를 강조하고 승인의 간통을 범죄시 하는 경향은 비단 《경국대
전》뿐 아니라 《經濟六典》(《부록 1》 3-19 조문 참조)과 《高麗史》 刑法志 《大明
律》 등에도 존재하였다. 승인의 독신 조항은 세속법이 아니라 애초에 불교 내부의
출가자에 대한 戒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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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에 처하고 극변잔읍의 관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킨다.
정황을 아는 師僧尼는 제서유위율로 논하고 환속시켜 역에
차정한다.【私賤은 논죄 후 주인에게 준다.】

위 5-9, 5-10 조문의 ‘僧尼’는 세간의 신분적 속성이나 위법자의
의미가 들어있는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남성과 여성 출가자를 지칭하
는 말이다.189) 刑典 禁制 5-9에서 ‘僧尼’도 ‘승니’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승니가 여염에 섞여 유숙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5-10 조문에서 公賤에는 남녀 모두가 속해 있으므로, 公賤이 출가하
는 경우 僧 혹은 尼가 된다. 따라서 ‘爲僧者’라고 하지 않고 ‘爲僧尼
者’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나라에서 정한 도승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가하는 경우 ‘피역을 도모한’ 승니가 되어 처벌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역을 피해 법을 어기고 승니가 된 자’에 대한
규제이다.

<‘尼’의 예>
刑典 禁制 : 5-4. 유생, 부녀가 절[寺]에 올라가는 자는【尼
도 마찬가지이다.】... 杖 100대에 처한다.

위 조문에서 ‘니’는 여성 출가자를 의미한다. 조문에서 일반 부녀자
만 지칭하고 있어, ‘니’가 승에 포함되는지 부녀에 포함되는지 애매한
면이 있었으므로 ‘니’를 조문 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조문의 규정
이후 ‘유생, 부녀, 니’는 절[寺]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승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189) 손성필, 앞 논문, 1쪽, 각주 1)에서는 “법전에 의하면 ‘승인’은 합법적 승려, ‘僧
尼’는 불법적 승려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먼저 ‘승니’는 승과 니라는 의미로 비구와 비구니를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이
며, 용례를 《경국대전》으로 한정하더라도 ‘승니’의 용어 자체에 ‘불법’의 의미를
넣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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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듯 하다. 승인은 승과 혼용되며 ‘남성 출가자’의 의미를 갖는데,
그 중 적어도 도첩을 받은 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첩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도첩승과 더불어 승직자를 지칭할 때 쓰이는 경향
을 보인다. ‘승니’의 경우 신분적 속성이나 違法性을 함의한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출가한 남녀 수행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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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經濟六典》 체제 하의 僧

1. 《經濟六典》과 그 불교 관련 규정
조선초 과다한 승의 규모는 도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제와 禁令
으로 이어진다. 그 일련의 조치들은 고려말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데1), 조선시대 들어와 해당 내용은 체제정비와 함께 법전으로 성문화
되어 간다. 어느 시기든 僧尼의 위상을 살피려면 그들과 관련한 법률
의 검토가 필수적이다.2) 공식적으로 국가가 출가자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고려시기에 통일적으로 편찬된 법전이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분분하다.3) 조선의 경우에는 개국 직후부터 적극적인 법전 편찬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고려 말 정치적 혼란과 행정체계 문란으로 인해
관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위에서 적극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

1) 조선 개창 이후 15세기의 불교정책, 특히 도승과 관련한 제반 조치는 조선 개창
후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고려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
혜원, 2013 〈고려후기~조선전기 免役僧의 증가와 度牒制 시행의 성격〉 《韓國思
想史學》 44 참조
2) 고려시대 율령에서 僧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하여 선행연구로 김영미, 2002 〈고
려시대 불교계 통제와 율령 - 승려행동 규제를 중심으로 -〉 《사학연구》 67 ; 이
병희, 2005, 앞 논문이 있다. 특히 이병희는 《고려사》 형법지 금령 기사의 1/4을
불교 관계 기사가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고려시대 불교의 법적 지위를 중국
법령과의 상관성 하에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논문 말미에
《고려사》 형법지 및 동시기 중국 법령, 조선초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에 이르
기까지 불교 관련 조항을 대략 뽑아 수록해 두어 참고가 된다. 나아가, 시기를 고
려 전기에 한정하여 중국법과의 비교를 시도한 것이 한기문, 2007 〈高麗前期 佛
敎關聯 律令의 內容과 性格〉 《민족문화논총》 37이다. 이들 연구는 고려뿐 아니라
조선시대 불교 및 승에 대한 법적 처분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3) 기존에는 《고려사》에 법전 편찬 기록이 없었음을 근거로 고려 법전 편찬을 부정하
는 연구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부정하고 고려의 율령, 고려 법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련한 연구 성과 소개는 다음
의 연구가 참고 된다. 김호동, 2007 〈고려율령에 관한 연구현황〉 《민족문화논총》
37 ; 임상혁, 2013 〈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대한 영향 -판, 제, 교 등 왕법을 중
심으로-〉 《법사학연구》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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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4) 관제의 개혁은 국가가 개별분산적인 행정체계를 일원화하
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그에 걸맞는 법제의 정비가 아울
러 추진되었다.5) 조선초 《朝鮮經國典》이나 《경제육전》 《경국대전》 등
의 편찬은 그러한 방향성 하에 도출된 성과들로 평가된다. 이러한 육
전체제는 정치체제의 개혁뿐 아니라 국가의 일원적인 법체계와 법전
형식으로 발전되어 가며 조선시대 법치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6) 그러
나 그 중요도에 비해 시기별 법규 내용의 변화나 그 의미에 대한 분
야별 연구는 꽤 영성한 편이다. 불교나 僧에 한정한 검토 역시 상세
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우선 조선초 승 관련 법령을 알기 위해서는 《경제육전》의 내용을
고찰해야 한다. 《경제육전》은 조선왕조의 첫 번째 간행 법전이다.7)
4) 오영교 편, 2004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 윤훈표･임용한･김인
호, 2007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안은 조선초 법전 체제의 성립과 관련
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조선초 법전의 편찬은 고려
시대에 통일되고 종합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 위에서 국가운영체제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추구해 갔던 것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는 조선의 개창과 그에 따른 새로운 법전 편찬에 주안점을 두고, 조선초 법전의
편찬이 여말선초 개국 세력의 현실인식과 국가개혁 방향을 담고 있었음을 강조한
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선의 개창의 의의와 관련하여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
편 고려율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연구는 박병호, 1975 〈한국법제사〉
《한국문화사신론》 이래 법학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그
러나 고려의 법제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하였는가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려법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고려에 통일된 법전이 없었다는 기존 평가에 대한 반론이 적극
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관련 연구 경향은 위의 각주 참조)
5) 고려 역시 근본적으로는 집권적인 사회였으나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권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6) 정도전의 私撰 법전인 《경제육전》은 조선 최초의 법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는 편찬만 되었을 뿐 공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본문이 없는 서문의
형태로 현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도전이 향후 편찬될 법전을 염두에 두었기 때
문에 일부러 서문의 형태로 저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육전체제의 성립 및 정
도전의 《朝鮮經國典》, 조준의 《經濟六典》의 편찬, 둘의 상관 관계 등과 관련하여
김인호, 2007 〈조선경국전과 경제육전의 성격〉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
안, 126-162쪽 참조
7) 위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첫 법전으로 정도전의 《朝鮮經國典》을 들
기도 한다.(임용한, 2007 〈경제육전의 편찬 과정과 판본별 특징〉 《경제육전과 육
전체제의 성립》, 혜안, 163쪽) 다만 이는 편찬만 되고 공간되지 못하였고, 정도전
개인의 사찬법전으로 볼 것인지 조선의 공식적 법전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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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6년(1397)에, 고려 창왕 즉위(1388)년 이후부터 10여 년 간 시
행된 법령과 규정을 수집하고 앞으로 준행되어야 할 조례들을 육전의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聖朝一代의 법전으로 공포, 시행한 것이다.8)
이 법전은 이후 조선의 체제를 뒷받침한 《경국대전》의 선행 법전으로
서 양자 간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경제
육전》의 편찬 작업은 조선왕조 건국 직후부터 시작되어 총 4차례의
간행을 보는데, 태조 6년(1397)에 간행된 것을 세종 15년(1433)까지
세 차례 더 개정한 것이다.
첫 번째 《경제육전》은 태조 6년(1397) 12월에 반포되었다.9) 좌정승
趙浚을 편찬 책壬子로 한 이 《경제육전》에는 위화도 회군 이후인 고
려 창왕 즉위년(1388)부터 태조 6년 12월까지 공포된 受敎가 수록되
었다. 이처럼 왕의 수교가 수록된다는 점은 육전뿐 아니라 조선시대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된다.10)

《경제육전》의 편찬을 담당했던 기구는

都評議使司의 산하기관이었던 檢詳條例司였는데,11) 당시 조준은 조선
건국 후 정도전과 함께 도평의사사에서 함께 활약하며 많은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들이 찬술했다고 알려진 태조 즉위교서에서 채택한
수교들도 《경제육전》에 수록되어 있었다.12) 이처럼 첫 번째 《경제육
《경제육전》의 경우 누차에 걸쳐 간행되었으므로 《경제육전》이 조선의 첫 간행법
전이라는 데에는 관련 학계의 이견이 없는 듯 하다.
8) 최복진, 1995 〈《경국대전》의 성립과 판본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13쪽
9) 첫 번째 《경제육전》이 이 무렵 간행, 반포된 것은 분명하나 그 간행시기와 관련하
여는 약간의 논란이 존재한다. 관련 연구 대부분은 태조 6년으로 보는데, 전봉덕,
1989 〈解題〉 《經濟六典拾遺》, 아세아문화사, 11쪽에서는 태조 6년이 아니라 정종
원년에 비로소 간행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10) 조선시대에 법이란 개념은 오늘날처럼 법전에 수록한 조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
었다. 법이 되는 과정에서 우선되는 형식적 요소는 왕의 명령이었다. 모든 법은
왕의 재가를 받아 敎旨로 반포됨으로써 법으로 존재하게 된다. 교지 중 각 관청에
하달한 것을 관청 입장에서 受敎라 불렀다. 관련하여 박병호, 1974 《한국법제사
고》, 법문사, 406쪽 참조
11)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1993 《經濟六典輯錄》, 도서출판다은, 3쪽
12) 《경제육전》의 편찬 과정에 대하여는 여러 편의 상세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대표
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전봉덕, 1968 〈한국고유법의 성질과 입
법〉 《한국법제사연구》, 서울대출판부 ; 박병호, 1974 〈조선초기의 법원〉 《한국법
제사고》, 법문사 ;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90,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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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편찬에 조준의 역할이 컸으므로 조준의 《경제육전》이라고도 부르
는데 《실록》에서는 이후의 《경제육전》과 구분하기 위해 흔히 ‘元典’
혹은 ‘元六典’이라고 불렀다(이하 《원전》). 특히 이 《원전》은 이두와
방언이 섞여 사용된 서술상의 특징을 가진다.13) 지금까지 발견된 《경
제육전》의 조문은 589개조14)에 달하는데, 그 중 《원전》과 이후 육전
이 확실히 구분되는 조문이 502개조 정도라고 한다. 그 중 《원전》에
속하는 조문은 190개조로 전체의 38%에 이르러 《경제육전》에서 《원
전》이 차지하는 큰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15) 즉 이 시기 편찬된 《원
전》의 내용은 조선초 시행된 법규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었던 것
이다. 불교와 관련한 규정들도 다수 이 시기에 천명되고 있다.
《원전》의 법규들은 대체로 과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의지
를 반영하여 매우 강경하게 규정되었다고 평가되는데,16)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 법의 실행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은 《원전》의 약점으로 지적되며, 정도전과 조준의 실각 이후 새로
운 법전 편찬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원전》의 수정 작업은 정종
서원 영인본) ; 전봉덕, 1989 《經濟六典拾遺》, 아세아문화사 ; 연세대학교국학연
구원 편, 1993 《經濟六典輯錄》, 도서출판다은 ; 윤훈표･임용한･김인호, 2007 《경
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안. 윤국일, 1998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신서원
은 윤국일의 《경국대전 연구》에서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사료 연구〉 부분
만 발췌하여 책으로 낸 것이다.
13)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12일 辛巳 1번째 기사에 “...趙浚所撰方言六
典...”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윤국일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조준
의 《경제육전》을 ‘방언육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윤국일은 위의 책, 14쪽에
서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5월 13일 丙子 5번째 기사를 근거로 조준의 《경
제육전》을 ‘이두원육전’이라고도 불렀다고 하였다. 이 설 역시 이후 관련 연구자들
에게 널리 채택되었는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실록》 원문 이미지
에는 “吏續元六典 太祖時已成之典...”라고 되어 있다. 윤국일은 태조 때에 완성되
었다는 맥락상 이를 ‘吏讀’의 오기로 보았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임용한, 앞 논문,
165쪽에서는 방언이나 이두를 섞어 사용하였다는 서술적 표현일 뿐, 당대에 조준
의 《경제육전》이 《방언육전》이나 《이두원육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운 적은 없었
다고 주장하였다.
14)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앞 책
15) 임용한, 2007 〈경제육전의 편찬과정과 판본별 특징〉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
립》, 혜안, 169쪽
16) 앞 논문, 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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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1399)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원전》의 누락된 부분과 새로 반포
된 법령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고17) 새로
운 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법령의 편찬은 河崙의 주도
하에 의정부나 의례상정소가 담당하게 되었다.18) 태종이 즉위한 후에
는 《원전》이 간행된 이후 나온 여러 條令과 判旨 가운데 만대의 법으
로 삼을만한 것을 골라 속육전을 편찬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19) 태종
7년에 續六典修撰所가 설치되면서 새 법전의 본격적 편찬이 추진되었
다. 태종 12년 4월에는 《경제육전》의 《元集詳節》 3권과 《續集詳節》
3권을 更定하고20) 이듬해 2월에 《元六典》과 《續六典》이라는 이름으
로 간행, 반포하기에 이른다.21) 《실록》 기록에 의하면 《원육전》은 조
준의 《경제육전》 내용을 손대지 않고 방언과 이두로 표기된 것을 한
문으로 개편한 것이며 《속육전》은 정종 원년이래의 법령을 모아서 간
행한 것이라 하였다.22) 이렇게 태종의 명으로 하륜의 책임하에 편찬
된 《속육전》은 88개조의 조문이 실렸다.23)
육전의 개정은 계속 이루어졌다. 세종은 즉위 직후부터 법전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첫 작업은 《원전》과 《속육전》의 조문에 대
한 재검토였다. 상왕인 태종 사후, 세종은 바로 六典修撰色이라는 관
청을 설치하고 앞서 나온 법전 사이의 모순되는 규정이나 누락된 조
문, 보충의 필요가 있는 조항 등을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그 책壬子로
李稷, 李原, 孟思誠, 許稠 등을 임명하였다.24) 그 결과로 세종 8년
12월에 《속육전》 6책과 일시적 법으로서 《謄錄》 1책을 완성하여25)
17)
18)
19)
20)
21)
22)
23)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0월 계축
임용한, 2002 〈조선초기 의례상정소의 운영과 기능〉 《실학사상연구》 24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9월 19일 丁巳 2번째 기사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4월 14일 戊辰 2번째 기사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2월 30일 기묘 3번째 기사
위 기사와 같음
이 《속육전》과 관련하여 윤국일, 1998, 앞 책, 16-17쪽 ; 임용한, 2007, 앞 논문
; 2003 〈경제육전속집상절의 간행과 그 의의〉 《朝鮮時代史學報》 25 참조
24) 《세종실록》 17권, 세종 4년 8월 11일 乙未 1번째 기사
25)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3일 壬戌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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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하였다.26) 이를 이전의 《속육전》과 구분하기 위해 《신속육전》이
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역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세종 10
년 11월에 개수한 《속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편찬하였고 이를 다
시 수정하여 이듬해 3월에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였다.27)
세종은 《신속육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 때는 태종대의
《속육전》과 세종대의 《신속육전》, 이 두 본에 실리지 않은 법조문들
까지 검토하여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고 장황한 것은 간략히 하도록
하였다. 이에 세종 15년 정월에 黃喜는 《正典》 6권과 일시적으로 쓸
법규들을 따로 추린 《謄錄》 6권을 찬진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新撰
經濟續六典》으로, 경제육전의 최종판이다.
이렇게 《경제육전》은 태조 6년 조준의 《경제육전》, 태종 12년 이직
의 《원육전》과 《속육전》28), 세종 8년･10년의 《신속육전》, 세종 15년
황희의 《신찬경제속육전》의 4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누차의 《경제육전》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간의 충돌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선왕이 정한
기존의 조문을 고치거나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태종대
《원육전》과 《속육전》을 편찬하면서 새로 고친 조문은 모두 삭제하고
어쩔 수 없이 《원전》의 조문을 고쳐야 하는 것은 《원전》 본문 아래의
각주로 달기로 결정하였다.29) 이 결정은 조선시대 법전과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만한 법전편찬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즉, 이전부터 내려오
26)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15일 甲戌 4번째 기사
27)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1월 29일 丁丑 2번째 기사, “命印頒元續六典于中
外官.” 이와 관련하여 윤국일, 앞 책, 18쪽에서는 이 때 간행되어 반포한 것이 최
종 《신속육전》이라고 본 반면, 임용한, 2007, 앞 논문, 185쪽에서는 인간까지 마
쳤으나 반포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28)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앞 책 ; 윤훈표･임용한･김인호, 앞 책에서는 태종 12
년 《속육전》을 찬진 당시 기사의 서명대로 《속집상절》로 지칭하고 있다. 이 둘은
같은 법전을 지칭한다.
29)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3일 丁丑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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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원칙인 선대의 왕이 정한 법, 조종의 성헌을 존중한다는 ‘祖宗成
憲主義’를 재확인하는 한편, 부득이 그 성헌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성헌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각주를 다는 원칙을 확정한 것
이다. 이는 조선시대 내내 법전 편찬에 있어 부동의 방침이 되었다.30)
그러나 이 조종성헌주의를 한 번 법전에 수록된 것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식의 융통성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永世之法으로
서의 조종성헌도, 글자는 남아있으되 내용은 계속 수정되었기 때문이
다. 즉, 조선시대 법전은 조종성헌주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법
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법철학의 원칙
이었다.31)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면 고치거나 더하는 것이 당연
하다는 내용은 《대전속록》의 서문에서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데, 이러
한 생각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더욱 명확해져 갔다. 때문에 《경제육
전》도 4차례에 걸쳐 간행되었으며 《경국대전》으로 보강･계승되었고
《경국대전》도 완간 10년 만에 다시 《대전속록》을 간행하여 보충32)하
는 등 계속해서 법령이 수정, 보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의 안정
성과 시의성 두 가지를 염두에 둔 위정자들의 고민이 매우 현실적으
로 드러난다. 더구나 僧에 대한 처분의 변화는, 僧이 처한 현실을 규
정하고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위와 같은 《경제육전》 편찬 과정을 이해하고 그 구체적 조문에 접
근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육전》의 간본이 현존하지 않는
다는 데에 있다. 또한 그 정리 방식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록이 없어
원형이 어떠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명칭에서 보이듯 육
30) 윤국일, 앞 책, 18-19쪽 ; 전봉덕, 1989 〈解題〉 《經濟六典拾遺》, 아세아문화사,
13쪽
31) 임용한, 2009 〈조문 분석을 통해 본 〈대전속록〉 성격과 기능〉 《역사문화연구》
34, 79쪽
32) 《대전속록》의 성격에 대해 一時之法을 수록한 보완적 법전이라는 견해가 있었으
나 1980년대 이후로는 永世之法을 수록한 《속대전》적 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논지가 힘을 얻고 있다.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임용한, 앞 논문을 참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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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제의 수립을 구상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모든 사항을 정리하려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33) 주지하다시피 육전이란 《주례》에서 天･地･
春･夏･秋･冬의 여섯 개로 나눈 방식에서 유래된 것인데, 중국에서는
제도 수립 혹은 개혁에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체
제는 조선의 제도 개혁과 법전 편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
다.34)
《경제육전》의 형태와 조문의 복원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
다.35) 그러나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경제육전》의 항목명은 현

33) 윤훈표･임용한･김인호, 앞 책, 121쪽
34)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고려말 이래 중국의 육전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의 체
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례》의 육전체제 방식이 일종의
이념적 표상과 원리성을 갖는 것이라면, 고려말기 사대부들이 수용한 실제적인 육
전체제의 모델은 이와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하여 김인호, 2002 〈고려의
元律 수용과 高麗律의 변화〉 《한국사론》 33 ; 김인호, 2002 〈여말선초 육전체제
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 118 ; 윤훈표, 2006 〈고려말 개혁정치와 육전체제의
도입〉 《학림》27 참조
35) 《경제육전》의 판본과 관련하여 관련 조문 연구의 효시격인 花村美樹, 1932 〈經
濟六典について : 李朝國初の法典に關する一考察〉 《法學論纂》 第1部 論集 第5冊
에서 《실록》의 기록을 추출한 바 있다. 이후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과
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는 《원집》과 이후 판본으로 구분하여 총 350여 개의 조문
을 추려 수록하였다. 이 저서는 2001년 여강출판사에서 《역주 경국대전》이라는
서명으로 재출간하였다. 현재 krpia.co.kr에서 《역주 경국대전》의 전문을 제공하
고 있으며 《경제육전》의 조문을 추려낸 내력의 서술과 해당 조문들은 ‘제 1장 《경
제육전》의 편찬과 그 원형’ 부분에 실려 있다. 1986년 윤국일의 연구가 간행된 후
로는 전봉덕, 1989 《經濟六典拾遺》, 아세아문화사가 출간되었다. 전봉덕은 기왕의
《경제육전》을 크게 확충하여 《실록》에서 약 1,000여개의 조문을 뽑아내었다. 이어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1993 《經濟六典輯錄》, 도서출판다은에서는 윤국일의
연구와 전봉덕의 연구를 비교하고 빠진 조문을 찾아 보강하는 방식으로 《경제육
전》의 조문을 복원코자 하였다. 특히 간행순서에 따라 《元典》(태조 6년) 《續集詳
節》(태종 12년) 《新續六典》(세종 8년) 《新撰經濟續六典》(세종 15년)의 네 간본으
로 나누고 각 조문이 어느 시기에 편찬된 법전에 소속된 것인지 구분하여 수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經濟六典輯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경
제육전》의 조문 수를 총 589개조로 정리하였다. 이후의 《경제육전》 관련 연구들
은 대부분 이 《經濟六典輯錄》의 조문을 기본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 이 외에 기
왕의 관련 연구 경향과 성과는 윤훈표･임용한･김인호, 2007 《경제육전과 육전체
제의 성립》, 혜안, 제1장에 상세히 정리되어 참고할만하다. 아울러 《경제육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상에서 언급한 저술 네 종(《경국대전 연구》 《經濟六典拾
遺》 《經濟六典輯錄》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을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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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 전혀 알 수 없다. 기왕의 연구는 주로 《실록》의 기록을 통해
조문을 추적, 발췌하고 그 내용을 《경국대전》 체제에 즉하여 배치하
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기왕에 정리된 《경제육전》의 조문은 연세대학
교국학연구원 편의 《經濟六典輯錄》(이하 《집록》)에 수록된 것이 가장
상세하다.36) 본 연구에서는 《집록》에서 제시한 체제를 기본으로 《실
록》을 아울러 참조하여 조선초 《경제육전》에서 규정하는 僧에 대한
규정을 최대한 발췌하고자 한다.
《경제육전》의 조문을 복원하려 할 때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 법전
이 《경국대전》과 다르게 受敎集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
구에 의하면 《경제육전》의 원전은 《경국대전》처럼 큰 글자였고 이후
개정된 내용은 그 아래 작은 글자로 주석을 달았으며, 조문 내용은
비준 받은 문건의 내용과 날짜까지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다고 하였
다.37) 실물의 부재로 그 원형이나 구성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현재로
서 《경제육전》 조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經濟六典云’ ‘載在六
典’ 등과 같은 표현으로 인용된 기록들을 추출하여 모아보는 것이다.
기존 《경제육전》 조문 복원을 위한 선행 연구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
로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불교 관련 조문의 추출 역시 이 방식
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경제육전》에 실렸던 것으로 보이는 불
교 관련 조문 전체를 뽑아 제시해 보았다.(본고 끝에 《부록 1》로 첨
부) 《경제육전》의 불교 관계 조문 전체는 이전까지 따로 정리된 적이
없는데, 이를 살피는 것은 15세기 전반 불교 관련 정책 및 추후 《경
국대전》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경제육전》 조문 추출 과

36)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1993 《經濟六典輯錄》, 도서출판다은. 연세대학교국학
연구원은 기존 연구성과를 십분 수용하고 더하여 새로운 조문들을 대폭 찾아내고
수록하였으며, 기존 연구 성과의 조문 분류를 많이 수정하는 등 기초 작업에 충실
을 기하였다. 최근의 《경제육전》 조문 관련 연구는 대개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7) 윤훈표･임용한･김인호, 2007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안,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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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집록》을 비롯하여 윤국일 등의 연구 성과를 많이 참조하였
다. 다만 본고에 수록된 조문들은 불교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집록》 등에 제시된 기존 조문과 같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는 기존 연구 성과에서 불교 관련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미진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작업
은 《집록》을 비롯하여 기존 《경제육전》 조문을 복원해온 연구들에 대
한 비판이 아닌 발전적 보완이라 할 수 있다. 《부록 1》에서 제시하는
조문들은 불교 관련 연구자로서 해당 분야를 검토하여 지금까지의
《경제육전》 조문 복원에 있어 다소 미진했던 일부를 보완하는 작업이
다. 광범위한 분야를 수록하고 있는 《경제육전》의 특성상, 앞으로 여
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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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度僧制의 핵심과 규정의 허점
앞에서 밝혔듯 《실록》을 토대로 추출한 《경제육전》의 불교 관련 조
문을 ≪부록 1≫로 제시하였다. 《경제육전》에 실렸던 것으로 보이는
불교 관련 내용은 약 34개 條에 이른다. 그 중 禮典 度僧으로 분류되
는 내용에는 도첩을 받아 출가하는 절차와, 도승 금지 대상과 위반자
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 함께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는 《경제육전》이 6典 체제이기는 하나, 受敎集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이다. 내용상 위반자의 처벌 등은 刑典에 실려야 할 것이나,
하나의 수교 안에 도승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禮典에 수록
된 것이다. 본고에서 복원, 정리한 《경제육전》의 조문 3-1부터 3-4까
지가 禮典의 度僧으로 분류되는 조문들이다. 이 중 3-1과 3-2가 도
승 절차에 대한 조문이며, 3-3과 3-4는 도승 금지 대상과 예외 대상,
위반자의 처벌에 대한 조문이다. 본 절에서는 3-1, 3-2 조문과 3-3,
3-4 조문의 추출 과정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1) 度僧 조문의 추출과 度牒僧의 자격

≪부록 1≫에서 《경제육전》의 度僧 절차에 대한 조문으로 3-1과
3-2를 제시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들 조문을 추출하는 과정
을 설명하고, 확정 조문에서 규정하는 도첩승의 자격을 살피기로 한
다.
한 가지 먼저 지적해 둘 것은, ‘度僧’과 ‘選試’38)를 구분해야 한다
38) ‘選試’는 흔히 ‘僧科’라는 용어로 부른다. 그러나 ‘僧科’는 《명종실록》 에 두세 차
례 보일 뿐, 사료 속 빈출용어는 아니다. 다만 文武科에 대응하여 이해하기 쉽도
록 ‘승과’라는 용어가 현재 학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경우 《실록》에서는 대개 選試, 僧選, 大選 등의 용어로 나타나며 《경국대전》에서
는 ‘選試’라고 부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국대전》 서술의 용이함을 위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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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경제육전》의 전체 조문 복원을 시도한 《經濟六典集錄》
(이하 《집록》)39)에서는 《경국대전》의 예에 따라 《경제육전》에서도 ‘度
牒을 받는 법’과 ‘選試’에 대한 조문이 度僧 조항 아래 함께 수록되었
다고 보았다.40) 《집록》에서 選試 관련 조문으로 판단한 것은 3-2이
다. 그러나 이는 ‘度牒을 주기 위한 試才行’과 ‘選試’를 혼동한 것이
며, 이 둘은 전혀 별개의 과정이다.
3-2 조문은 ‘才行을 시험하여 도첩을 준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첩 주는 절차에 대한 조문이다. 앞서 설명했듯, ‘度僧’은 나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을 출가시킨다는 의미의 제도적 용어이다. 《경
제육전》 규정에서 도승하려는 자는 국가로부터 이를 허가하는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度牒’이다. 3-2 조문은 이 도첩을 받기 적절한
지 僧尼로서의 才行을 시험하였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반해 選試
는 이미 출가한 僧徒를 대상으로 僧職者를 뽑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
다. 따라서 도첩을 주는 법과 選試는 한 조항 아래 함께 수록될 성질
의 조문이 아니다. 도승과 選試는 각각 별개의 과정이며 그 대상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도첩과 選試의 법은 국초부터 육전에 실려 있다[度牒選
試之法 自國初 載諸六典]’41)고 한 《실록》 기사에 따라 度僧과 選試의
조항을 따로 두었다. 3-2는 도승 관련 조문으로 분류하였으며, 選試
관련 조문은 《집록》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실록》에서 따로 추출하
여 수록하였음을 밝혀 둔다.42)
용어 그대로 ‘選試’라고 부르기로 한다.
39)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1993 《經濟六典輯錄》, 도서출판다은. 연세대학교국학
연구원은 기존 연구성과를 십분 수용하고 더하여 새로운 조문들을 대폭 찾아내고
수록하였으며, 기존 연구 성과의 조문 분류를 많이 수정하는 등 기초 작업에 충실
을 기하였다. 최근의 《경제육전》 조문 관련 연구는 대개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0) 乙巳년 《경국대전》 禮典 度僧에서 최종적으로 도첩 주는 법과 選試 관련 조문을
함께 수록하게 되는 까닭은 뒤 Ⅳ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41)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甲辰 3번째 기사
42) 해당 조문 3-5, 3-6의 분석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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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전》 도승의 3-1, 3-2 조문은 누가 출가할 수 있고 어떤 과
정을 통해 출가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선사회에서
僧尼가 어떤 존재였는지 원론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조항이다. 더구
나 이 시기 위정자들이 출가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제
한하려 하였는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때문에 이들 조문은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기존 도첩 관련 연구들에서는 《실록》을 시간 순으로 검토하면서 조
선초 도첩의 법이 자주 변화한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43) 그러
나 실제로 그랬다면 현실에서 매우 혼란이 컸을 것이다. 더구나 《경
제육전》과 같은 법전의 편찬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一時之法의 규정
을 남발했을지 의문이다. 조선초 도승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전으로 편찬했던 《경제육전》의 도승 조문
을 추적하여 그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조문을 확정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경제육전》 도승 조항의 정확한 조문이 무엇
이었는지를 추출하고 규정의 변동 여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43) 여말선초 도첩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성과는 韓㳓劤, 2001 《儒敎政治와 佛敎》,
한국학술정보(주) (이 책은 원래 1993 《儒敎政治와 佛敎》, 一潮閣으로 출간되었는
데 절판되었고, 2001년 한국학술정보에서 한우근전집 5권으로 재간행하였다. 여기
서는 한국학술정보(주)에서 간행한 본을 참조하였다.) ; 이종영, 1957 〈이조시대의
도첩제에 대하여〉, 연희전문대 석사학위논문 ; 孔黿泳, 1970 〈高麗朝의 寺院制度
硏究―特히 考試制와 度牒制를中心으로―〉 論文集 1, 대전농업고등전문학교 ;
安啓賢, 1974 〈불교 억제책과 불교계의 동향-도첩제와 부역승〉 《한국사》 11, 국
사편찬위원회 ; 최진석, 1981,〈고려말 조선초 도첩제의 변천〉 《인덕공전논문집》 1
; 강경남, 1983 〈도첩제고〉 《동국사상》 16 ; 김영태, 1995 〈조선전기의 도승 및
부역승 문제〉 《佛敎學報》 32 ; 이재창, 1999 〈조선조 초기의 도첩제〉 《천태종전
운덕 총무원장 화갑기념 불교학논총》, 구인사 ; 이승준, 2000 〈조선전기 도첩제의
추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완상･전영준, 2002 〈조선초기도첩제 강
화와 운용에 대한 검토〉 《지역연구》 11 ; 押川信久, 2006 〈《經國大典》度牒發給
規定の成立〉 《年報朝鮮學》 9 ; 양혜원, 2013 〈고려후기~조선전기 면역승의 증가
와 도첩제 시행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4 ; 민순의, 2016 〈조선전기 도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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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육전》에 실린 도승 규정을 명확히 언급하여 해당 조문을 추
출해 낼 수 있는 기사를 뽑아 비교해 보았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
다.

가) 무릇 僧尼는 재주를 시험하여 도첩을 발급해 주고 삭
발하도록 허용함이 《육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44)
나) 예조에서 度僧牒을 주는 법을 아뢰었다. “삼가 《육전》
을 살피면 양반 자제에서 아래로 公私賤口에 이르기까지
제멋대로 삭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금후로는 양
반 자제로서 스스로 僧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나 친
족이 이유를 갖추어 적어 승록사에 고하고, 승록사에서
는 예조에 보고하여 왕에게 아뢰어 교지를 받은 후에 정
전 오승포 1백 필을 징수하고 도첩을 주어야 비로소 출
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 나머지 役이 있는 인정과 독
자, 처녀는 모두 금지하소서. 또 영락 원년(태종 3,
1403) 2월 11일에 사헌부에서 수교한 도첩의 법은 일체
《육전》에 의거합니다. 이미 일찍이 삭발한 승도는 정전
을 추징하여 국용에 충당하고 도첩을 추급하소서. 지금
승록사의 첩정에 의거하면 各宗의 選試가 임박하였으므
로 度牒을 주기를 청하였는데, 본조에서 상세히 살피니
이미 도첩을 받은 승도 이외에 官家에 고하지 않고 사사
롭게 스스로 머리 깎은 자는 도첩을 주는 것이 부당합니
다.”45)
44)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庚午 2번째 기사, “凡僧尼 試才行給度牒 許
令削髮 《六典》所載.”
45)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0일 戊午 1번째 기사, “禮曹啓給度僧牒之法,
謹按六典 兩班子弟 下至公私賤口 擅自削髮 甚爲不當. 今後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親族具錄辭因 告僧錄司 轉報禮曹 啓聞取旨 然後徵丁錢五升布一百匹 給度帖
方許出家. 其餘有役人丁及獨子處女一禁. 又永樂元年二月十一日 司憲府受敎度牒
之法 一依六典 已曾削髮僧徒 追徵丁錢 以充國用 度牒追給. 今據僧錄司牒呈 各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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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육전》과 《속육전》 안에 실려 있는 여러 해 동안 내
린 判旨를......홍무 21년(창왕 즉위, 1388) 使司의 受判
: 무릇 머리를 깎으려는 자는 반드시 도첩을 받아야 비
로소 출가를 허락한다는 것이 이미 법령에 있는데, 무식
한 승도가 나라의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반자제뿐
아니라 역이 있는 군인, 향리, 驛의 자식이나, 公私의 隷
까지도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는 것은 매우 미편하다.
금후로는 양반 자제로 스스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부모나 족인이 승록사에 고하고 예조에 보고하여, 왕
에게 아뢰어 교지를 받은 후에 정전을 납부하고 도첩을
주어야 출가하기를 허락한다. 그 나머지 役이 있는 사람
이나 독자, 처녀는 모두 금한다. 어긴 자는 還俗하여 원
래의 역에 차정하고, 그 부모와 師僧, 寺主는 중한 죄로
논한다. 부녀가 수절하기 위하여 머리 깎은 자는 이 제
한에 두지 않는다.46)
라)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경제육전》 안에, 무릇 民은 몸
이 있으면 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깎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첩을 받아야 비로소 출가를 허락
한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令이 있는데, 지금 무식한 僧
徒는 국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반자제뿐 아
니라, 역이 있는 군인, 향리, 驛의 자식이나 公私賤의 남
녀들도 또한 모두 마음대로 머리를 깎으니 매우 미편합
니다. 이후로는 양반 자제로 스스로 僧이 되기를 원하는
選試臨近 請給度牒. 本曹看詳 已受度牒僧徒外 其不告於官 私自剃髮者 不當給度
牒.”
46)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7일 辛未 3번째 기사, “洪武二十一年使司受判:
‘凡剃髮者 必受度牒 方許出家 已有著令. 無識僧徒不畏國令 不唯兩班子弟 有役軍
人 鄕吏驛子 公私隷 擅自剃髮 甚爲未便. 今後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族人告僧
錄司 報禮曹 啓聞取旨後 納丁錢 給度牒 許令出家. 其餘有役人及獨子 處女一皆禁
斷. 違者還俗當差. 其父母師僧及寺主 從重論罪. 婦女守節剃髮者 不在此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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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모와 친족이 사유를 갖추어 승록사에 고하고, 승
록사에서는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
교지를 받은 후에, 정전 오승포 1백 필을 바치면, 비로
소 도첩을 주고 출가를 허락하소서. 역이 있는 사람과
독자, 처녀는 모두 금지하소서. 어긴 자는 還俗하여 원
래의 역에 차정하고, 부모와 師僧과 寺主는 모두 중한
죄로 논하되, 남편이 죽어 몸을 지키기 위해 머리 깎은
자는 이 제한에 두지 마소서.”47)
마) 신 등이 삼가 《원전》 도첩법을 상고하오니, ‘비록 양가
자제라 할지라도 스스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베 1
백 필을 바친 후에 도첩을 주고 출가시킨다. 유역인은
모두 금한다’ 하였습니다. 그 법이 매우 엄하고 그 염려
함도 지극히 깊어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48)
바)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지금부터는 有役人
이외에 良家 자제로서 스스로 僧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원전》에 의하여 그 부모나 혹 족친이 사유를 갖추어서
소재관에 고하면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는 왕에게 아뢰
어 교지를 받으면, 정전을 받고 도첩을 발급한 뒤에 비
로소 출가를 허락하소서.......49)

47)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3번째 기사, “司憲府啓 《經濟六典》
內 凡民有身則有役 故欲剃髮者 必受度牒 方許出家 已有著令. 今無識僧徒不畏國
令 非惟兩班子弟而已 有役軍人 鄕吏驛子 公私賤男女 亦皆擅自剃髮 甚爲未便. 今
後兩班子弟願爲僧者 父母親族具由報僧錄司 僧錄司報禮曹 禮曹啓聞取旨 然後納
丁錢五升布一百匹 方許給度牒出家. 其有役人及獨子處女 一皆禁止 違者 還俗當差
父母師僧及寺主 竝重論罪. 夫亡守身剃髮者 不在此限.”
48)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26일 庚辰 4번째 기사, “臣等謹稽《元典》度牒
之法, 雖良家子弟, 自願爲僧者, 納布百匹, 然後給度牒出家. 有役人 一皆禁斷. 其
法甚嚴, 其慮至深, 不可輕改.”
49)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 丙午 5번째 기사, “議政府啓...... 請自今
有役人外 良家子弟自願爲僧者 依《元典》或父母或族親具辭告于所在官 傳報禮曹
禮曹啓聞取旨 納丁錢給度牒後 方許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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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經濟六典》 禮典 度僧條 추출
기사
출처

출가 대상

홍무

兩班子弟自願

21년

爲僧者

보고 절차

정전가

父母族人 告僧
錄司

報禮曹

給度牒 許令

納丁錢

出家

啓聞取旨後

태종 2년

출가 허용

凡僧尼 試才行給度牒 許令削髮

6월 18일

父母親族具錄
태종 8년

兩班子弟自願

辭因 告僧錄司

徵丁錢五升布

給度帖 方許

5월 10일

爲僧者

轉報禮曹 啓聞

一百匹

出家

세종
11년
4월 16일

取旨然後
父母親族具由
兩班子弟願爲

報僧錄司 僧錄

納丁錢五升布

方許給 度牒

僧者

司報禮曹 禮曹

一百匹

出家

세종

有役人外良家

24년

子弟

2월 15일

僧者

공통내용

自願爲

啓聞取旨然後
父母或族親具
辭告于所在官

納丁錢給度牒

傳報禮曹 禮曹

後

方許出家

啓聞取旨
출가자의 부모

양반

자제로

나 친족 → 승

승이

되기를

록사 → 예조

원하는 자

→ 왕 → 교지

5승포
납부

100필

도첩

나온

후 출가 허
용

내림
공통
내용
종합

양반 자제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나 친족이 승록사
에 신고하고 승록사는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가 왕에게 아뢰
어 교지를 받은 후에 정전 5승포 100필을 납부하면, 도첩을
주고 비로소 출가를 허용한다.

태종 8년 기사에서 영락 원년 2월 11일 수교라 한 것은, 해당 날짜
실록에 관련 수교가 없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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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육전》에 의거한다고 하여 위 기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을 것으로 본다. 위 기사에서 도승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문을 뽑아
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위 표를 볼 때 기억해야 할 점은, 모두 해당 시기 참고되던
《경제육전》에 수록된 조문을 인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위 표에서 태
종 8년의 기사에서 언급한 《육전》이란 태조 6년 《경제육전》을 근거로
한 것이고, 세종 2년 기사에는 《원육전》 《속육전》에 모두 실렸다며
홍무 21년 판지를 거론하고 있으며, 세종 11년의 기사는 《신속육전》
간행 이후이다. 즉 《원육전》에서 《속육전》 《신속육전》까지를 모두 아
우르는 것이다.
또한 세종 15년에 《신찬경제속육전》이 간행되는데, 세종 24년 한
두 가지를 더 보충할 때까지50) 舊法을 유지하였다는 기사로 보아51)
위에서 추출한 도첩의 조문은 《신찬경제속육전》까지를 포괄한 조문이
라 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 단계 간행된 《원육전》･《속육전》･《신
속육전》･《신찬경제속육전》 모두의 ‘도첩’에 해당하는 공통 조문을 추
출할 수 있다. 위 표의 ‘공통 내용 종합’에서 종합한 내용과 더불어
원 조문을 다듬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육전》 도첩 공통 조문 1】
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親族具錄辭因 告僧錄司 轉報禮
曹 啓聞取旨然後 納丁錢五升布一百匹 給度牒 方許出家.
양반 자제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나 친족이 승록
사에 신고하고 승록사는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가 왕에게
아뢰어 교지를 받은 후에 정전 5승포 100필을 납부하면,
도첩을 주고 비로소 출가를 허용한다.
50) 이 때 보충한 내용은 위반자의 처벌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다음 절 서술 참조
51)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7월 15일 丁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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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
다. 도승하기를 원하는 양반 자제가 있으면, 그들의 부모(혹은 친족)
는 승이 되기를 원하는 아들을 위하여 승록사에 그 경위를 갖추어 신
고한다. 승록사가 해당 내용을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가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왕에게 계문하고 교지를 받으면 정전을 징수한 후 도첩을
발급해 준다. 이 때 예조로 넘어간 서류가 다시 승록사로 가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정전을 징수하여 도첩을 발급해 주는 곳은, 세
속인의 도승을 처리한다는 면에서 예조에서 담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하여 도첩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출가하여 머리
를 깎게 되는 것이다. 단, 위 규정에서 말하는 ‘僧’이란 그저 출가자
가 아닌 ‘제도적 출세간’으로, 度僧制를 통해 도첩을 받고 출가한 ‘도
첩승’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절차는 꽤 까다로운 규정이다. ‘양반 자제’라는 명시된
규정으로 도승하려는 자의 신분을 제한할 뿐 아니라, 타의가 아닌 자
의로 출가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동의하
에 이루어지는 출가이다. ‘부모·친족의 신고’라는 것은 도승하려는 자
의 자의적 출가가 아닌 부모 혹은 친족52)으로부터의 동의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나 친족의 신고는 필연적으로 신고자와 도승하
려는 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한다. 승록사가 서류를 접수받아 예조로
넘기면 예조가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예조에서 검토한 서류는 즉
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왕에게까지 올려 허락을 구하고 있으
며, 왕의 허락이 떨어진 후에도 적지 않은 정전을 낼 재력이 요구된
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 부모의 동의, 신분적 제한, 왕의 교지, 정전
납부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후’에야 출가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여러 겹의 거름망을 통과해야 하는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한 과
52) 친족이 언급되는 것은 도승하려는 자가 부모가 없는 경우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
국 부모나 친족의 신고라는 것은, 보호자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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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아니며, 도첩의 대량 발급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생각하기 힘
들다.
사실 위 도승법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대변하는 부분은 조문의
첫 머리인 ‘양반 자제’라는 제한이다. 과연 조선초 양반 자제란 어떤
존재인가?
주지하다시피 조선초의 양반은 조선 후기적 양반과는 다른 극소수
의 존재였다. ‘양반’이 조선초에 ‘신분’으로 존재하는지 ‘양인’의 최상
층인 관인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으나, 어떤 주
장이든 ‘양반’을 최상위 신분층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53)
특히 《실록》 안에서 조선초의 ‘양반’이 문무 관료집단을 총칭하는 대
명사로 관인층을 의미한다는 것은 관련 연구 성과 내에서 큰 이견 없
이 동의되는 바이다.54) 따라서 위 《경제육전》 도승에 규정된 ‘양반’이
관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도승
에 제시된 이 시기 ‘양반 자제’를 관인의 자제로 볼 수 있다. 즉, 위
3-1의 조문은 이 시기 도승 가능한 ‘제도적 출세간’의 대상이 당시
최상층 신분인 관인의 자제, 즉 ‘양반 자제’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다.
이들 양반 자제는 良人役으로서 軍役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53) 조선초 양반의 성격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상세한 연구 성과와 논란들이 있는바,
번거롭게 여기서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 조선초 신분제와 관련하여 良賤制를 위시
하여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이든 최상층으로 ‘양반’의 존재를 설정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양반을 독립된 신분의 하나로 볼지
양인의 한 종류로 볼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대체로 조선초 사료에 등장하는
‘양반’은 한영우의 지적처럼 ‘문무 관료 집단을 총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었음
은 《실록》 기록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동의되는 바이다. 조선초 신분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이성무, 1980 《朝鮮初期兩班硏究》, 일조각(2001년, 한국학
술정보에서 재출간) ; 한영우, 1997 《朝鮮時代身分史硏究》, 집문당 ; 민현구,
1983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한국연구원 ; 유승원, 1987 《조선초기 신분
제 연구》, 乙酉문화사를 참고할 수 있다.
54) 한영우, 1997 《朝鮮時代身分史硏究》, 집문당 ; 이성무, 앞 책 ; 유승원, 앞 책
등 조선시대 신분제 연구성과 참조. 양반을 비롯한 조선시대 신분 연구는 위 저서
들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80년대까지 걸출하게 이루어진 바 있
어 여기서 굳이 재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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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위 공통조문을 추출한 조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위 규정
에는 신분 뿐 아니라 역의 有無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
라)에서는 ‘民은 몸이 있으면 역이 있다’고 하며, 신역이 있는 자의
출가를 금해야 한다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기사 마)에서는 ‘有役人
外良家子弟’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위 세종 11년 기사 라)에서,
양반 자제 외에 역이 있는[有役] 부류들이 출가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
는데, 이는 양반 자제가 유역인이 아닌 ‘無役’의 존재55)였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세종 20년 기사 마), 세종 24년의 기사 바)에서
‘兩班子弟’라는 규정은 ‘良家子弟’로 바뀐다. 이 ‘양가 자제’란 ‘양반
자제’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기사 내용 자체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기사 마)에서는 ‘유역인은 (출가를) 금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고 라)에서는 출가 가능자를 ‘유역인 외의 양가 자
제’로 지칭하였는데, 둘 다 ‘유역인 외의 양가 자제’로 수렴될 수 있
는 표현이다. 그런데 라)는 《경제육전》을, 마)와 바)는 《원전》이라는
출전을 밝히고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반 자제’와 ‘유역인 외의
양가 자제’ 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세
종 11년 기사인 라)의 《경제육전》은 《신속육전》까지를 포함하며, 마)
바)의 《원전》이란 첫 번째 《경제육전》인 태조 6년의 《원육전》이다.
이들 《원육전》에서 《신속육전》까지를 포함하여 위에서 도승 조문을
추출한 결과, 도승 대상이 ‘양반 자제’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유역인 외의 양가 자제’란 위 세종 11년 기사 라)에서 시사하는
‘無役의 존재로서 양반 자제’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56)

55) 유승원, 1987 《조선초기 신분제 연구》, 乙酉문화사, 83-84쪽
56) 현직 관인의 자제로서 양반 자제는 규정된 明文은 찾기 힘드나 군역 부과 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이미 유승원, 1987 《조선초기 신분제 연구》, 乙酉문화사,
80쪽에서 지적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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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마)와 바)의 ‘유역인 외의 양가 자제’를 그저 일반의 ‘良
人’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초 양인은 모두 군역 부담 대상자이다.57) 그런데 세종 11년 기사 라)
에서 有役으로 거론된 부류를 보면 ‘軍人, 鄕吏, 驛子, 公私賤男女’이
다. 신역으로 보아 이 중 양인은 ‘군인’임을 알 수 있다. 향리나 역자
는 군역에서 배제된 특수 신역층이며, 공사천남녀는 賤이므로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다.58) 그런데 기사 라)에서 도승 대상으로 언급한 ‘양반
자제’는 良賤의 신분 중 ‘良’이므로 원칙적으로 군역 부담 대상자이
다. 그러나 그들은 유역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사 라)에서 제시된 도승 대상자
‘유역인이 아닌 양반 자제’는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양인 자제’로 바
꾸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기사 라)를 통해 도출한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양인 자제’는 기사 마), 라)에서 언급한 ‘유역인 외의
양가 자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양인 자제’란, 전체 양인을 군적에 올리지
않는 定額制 하에서 현재 군역에 차정되지 않은 일반의 양인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초 《실록》에서 등장하는 ‘양인 자제’
는 양인 일반이라기보다 분명 ‘상층의 양인’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실록》의 ‘良家子弟’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용례를 갖는다.

사) 六學을 설치하고 良家子弟로 하여금 익히게 하였다. 1
은 兵學, 2는 律學, 3은 字學, 4는 譯學, 5는 醫學, 6은
算學이었다.59)
아) 전교하기를, “代言은 모름지기 良家子弟를 택하여 좌

57) 민현구, 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91쪽
58) 민현구, 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58쪽 ; 90-91쪽
59)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0월 27일 己亥 4번째 기사. “設六學, 令良家子弟肄
習. 一兵學, 二律學, 三字學, 四譯學, 五醫學, 六算學.”

117

우에 둠으로써 그 과실을 살피어 간하게 하여 임금의 덕
을 보필하는 것이다......”60)
자) 예전에는 모두 3품 이상의 자로 시위군을 삼았고, 摠
牌軍卒도 역시 다 관직이 있었으며, 비록 관직이 없더라
도 모두 良家子弟로서 부유한 자를 택하여 정하였기 때
문에, 機械가 엄정하였다.61)
차) 6품 이상의 갑사 가운데 위엄과 명망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릴 만 한 자를 골라서 取才하여 差定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길도 갑산진에는 그 고을 안에서
6품 이상 갑사와 良家子弟가 없습니다.62)

위에서 제시한 조선초 일련의 ‘良家子弟’ 용례를 살폈을 때, 이들은
사) 六學에 입학하여 학문을 익히고, 아) 代言이 되어 임금을 모시며
간언하며, 차) 6품 이상의 갑사와 유사한 존재이다. 또, 자)에서는 ‘관
직이 있는 자’에 대응하는 존재로 관직이 없는 부유한 ‘양가 자제’를
들고 있다. 여기서 ‘양가 자제’가 ‘양반 자제’와 같이 관직자의 자제라
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이들을 일반적인 양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들 용례에서 보이는 ‘양가 자제’는 적어도 상층의 양인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度牒 발급 대상자인 ‘兩班子弟’는 官人子
弟였다. 이들 ‘양반 자제’는 ‘역이 없는[無役]’ 존재로 보인다. 때문에
《실록》에서 ‘양반 자제’는 ‘有役人 외의 良人子弟’와 통용되었다. ‘유
60)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16일 庚子 3번째 기사, “傳敎選等曰: "代言須
擇良家子弟, 以置左右, 要其糾諫過失, 以補君德.”
61)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22일 丙寅 5번째 기사 , “前此皆以三品以上
者爲侍衛軍摠牌, 軍卒亦皆有職, 雖無官職, 竝以良家子弟資産饒富者擇定, 故器械
嚴整. ”
62)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21일 丙午 4번째 기사, “議政府據兵曹呈啓: "咸
吉道都節制使牒呈內, ‘景泰三年受敎節該, 翼千戶, 各其邑居良家子弟及六品以上甲
士內, 擇有威望可率衆者, 取才差定. 然咸吉道 甲山鎭, 則其邑內無六品以上甲士及
良家子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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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외의 양인 자제’가 ‘양반 자제’와 정확히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
다고 확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선초 ‘양인 자제’란 최소한 상층의
양인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조선초 이들 양반 자제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드물게
이 시기 전국에 양반 자제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대략의 규모를 추
정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다.

카) 각도에서 군적을 올렸다. 이보다 먼저 南誾·朴葳·陳乙
瑞 등 8명의 절제사를 보내어 왜구를 방비하게 하였다.
왜구가 물러가자 남은은 경상도에서, 박위는 양광도에서,
진을서는 전라도에서 군사를 점고하여 군적을 만들게 하
고, 그 나머지 여러 道에는 안렴사로 하여금 점고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군적을 만들어 올렸다. 경기 좌
우도와 양광도·경상도·전라도·서해도·교주도·강릉도 등 ㉠
8도의 馬兵·보병과 기선군이 총 20만 8백여 인, ㉡자제
들과 향리·역리의 여러 有役者가 10만 5백여 인이다.63)

위 기사는 태조 2년의 조선의 첫 번째 軍籍 작성 기록이다. 전체적
으로 兩界가 빠져 있고 전체 인정의 수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는 어려우나, 조선에서 전국적 규모의 신역 부담자 총액이 드러나는
최초의 기록으로 주목된다. 이 시기 전국 군정 수는 밑줄 친 ㉠ 20만
8백여 인이다. 밑줄 친 ㉡은 ‘자제 및 향리, 역리의 여러 유역자’의
수를 제시한 것인데, 10만 5백여 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다. ㉡에서 함께 묶여 거론
63)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6일 庚午 3번째 기사, “各道上軍籍. 先是, 遣南
誾、朴葳、陳乙瑞等八節制使, 以備倭寇. 寇退, 乃命南誾于慶尙道, 朴葳于楊廣道,
陳乙瑞于全羅道, 點軍成籍, 其餘諸道, 令按廉使點之. 至是, 成籍以上. 京畿左右、
楊廣、慶尙、全羅、西海、交州、江陵凡八道馬步兵及騎船軍摠二十萬八百餘人, 子
弟及鄕驛吏諸有役者十萬五百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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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들의 공통점은 軍丁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군정의 수 ㉠과
따로 제시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의 ‘자제와 향리·역리의 여
러 유역자[子弟及鄕驛吏諸有役者]’에서 ‘자제’와 ‘향리, 역리의 여러
유역자’를 같은 부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리와 역리의 여러 유
역자’는 군역에서 제외되는 특수 신역층이다. ‘자제’는 누구의 자제인
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에서 거론된 존재들은 雜色
軍 편제 대상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조선초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존재들은 ‘鄕吏, 驛子, 公私奴婢와 鄕校生徒’ 등의 부류였다.64) 이들
은 잡색군으로 편제되었는데, 잡색군이란 유사시에 전 인정을 군인으
로 징발하기 위해 본래의 군정 이외의 여타 유역인을 군제의 일부로
편성한 것이다. ㉡은 잡색군의 초기형태로65), ‘子弟’는 ‘鄕校生徒’에
대응된다. ‘향교생도’는 品秩을 갖지는 않았지만 곧 갖게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생원, 진사와 함께 때때로 ‘양반’으로도 불렸
다.66)
더구나 군적을 조사해 올리면서 ‘자제’를 군역에서 배제되는 유역자
들과 함께 거론한 까닭은 ‘자제’ 역시 군역에서 배제되는 존재이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제’의 수가 유역자까지 모두 합쳤음에
도 10만 5백 여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관인 자제, 즉 양반
자제로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 이 10만 5천 중 양반 자제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 안에서 다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은 10만 5천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도첩은 賤人에게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
원칙상으로는 그렇다. 혹간 무도첩승의 구제를 위해 기한을 두고 양
천을 가리지 않은 채 도첩을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으나 이는 개국
초 도승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전 일종의 구제책이었다. 그러나 원칙
64)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6월 8일 계유 3번째 기사
65) 이영훈, 1995 〈朝鮮初期 戶의 構造와 性格〉 《역사의 재조명》, 소화, 296쪽
66) 한영우, 1997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 집문당,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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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규제할 수 없는 개개인의 출가는 양천 모두가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제도상의 도첩 발급에서 천인은 배제되었다. 이는
부역에 동원한 후 발급되는 부역도첩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타) 예조 낭청에서 한사람이 도첩 발급을 담당하였는데,
매일 해도 부족하였다. 이에 공사천구와 죄를 피해 도망
하는 자, 역을 피해 도망하는 자가 모두 승이 될 수 있
었는데, 祖父를 속여 말하여 도첩을 받았다. 예조는 아
버지와 외할아버지만을 살펴서 천인이 아니면 서명해줄
뿐이었다.67)

위 기사는 興天寺 舍利閣을 짓는 공사에 승도를 동원하는데, 부역
의 대가로 도첩을 주었기 때문에 전국의 승도가 몰려들었을 때의 정
황이다.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도첩 발급 담당 기관이
禮曹라는 사실이다. 이는 앞 절에서 당시 보고 체계로 미루어보아 도
첩은 승록사와 같은 僧政 관리기구가 아닌 예조임을 확인한 바 있다.
세종 20년 흥천사 사리각을 지을 당시 사방에서 너무 많은 승이 몰
려드는 통에 예조의 도첩 발급 담당자인 郞官은 일손이 모자랄 정도
로 바빴다고 한다. 그러나 부역 대가로 나가는 도첩이더라도, 낭관은
그들의 父와 外祖를 확인하여 賤人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 발급해
주었다. 즉, 도첩은 公私賤口에게는 발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다. 천에게 도첩을 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서울의 절에
주석하는 승도는 대부분 양반 자제라고 인식되었다.68)
67)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19일 癸酉 3번째 기사, “禮曹郞廳一人掌給度
牒 日亦不足. 於是公私賤口及避罪逃脫者 避役亡命者 皆得爲僧 冒稱祖父受度牒.
禮曹但考父與外祖 不係賤人 則行署而已.”
68)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10일 庚辰 4번째 기사, “京中之寺依住僧徒 率
皆兩班子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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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태조 6년의 《원육전》부터 세종 15년의 《신찬경제속육전》까
지 도승 대상자는 ‘양반 자제’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
의 이 ‘양반 자제’는 조선후기 양반과 달리 ‘관인층의 자제’로 매우
소수이며, 이들은 군역의 부담에서 제외된 無役의 존재이다. 이들 ‘양
반 자제’는 군역에서 배제되므로 잡색군으로 편제되는 鄕校生徒에 대
응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도승 조문에서는 이 소수의 ‘양반 자제’ 중에서
‘(他意가 아닌) 스스로 승이 되기를 원하고’ → ‘부모나 친족의 허락을
얻어 승록사에 신고하여’ → ‘예조를 통해 왕의 허락을 득하고’ → 역
이 없는 존재들임에도 역을 면하는 비용인 ‘丁錢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 도승법은 높은 자격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 재력 요건을
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결코 많은 수의 도승을 전제
하지 않는 것이다.
도첩승의 자격은 ‘관인 자제로서 출가 의지가 있으며, 이를 부모로
부터 허락받은, 재력 있는 無役의 소수 양반 자제’로 한정되었다. 예
조는 그 자격을 모두 검증한 후에야 왕의 허락을 받고 정전을 징수한
후에야 도첩을 발급하였다. 양반 자제로서 출가 自願者는 이 모든 과
정을 통과하여 도첩을 받은 후에야 비로서 머리를 깎고 출가가 가능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경제육전》 도승 조항은 일차적으로 도승
자체를 막는 禁僧의 법69)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도승법은
단순히 출가를 막는다기보다, 도승 규정을 까다롭게 설정하여 ‘도첩
승’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데에 핵심이 있었다. 도첩을 받을 조건으
로 가장 까다로운 것은 신분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69)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 당시 위정자들은 도승법에 대해 ‘승이 되는 것을 막고 금
하는 법’으로 인식하였다.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己亥 3번째 기
사 ;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2일 辛酉 1번째 기사 ;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6일 戊午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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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첩을 발급 받을 자격은 양인, 그 중에서도 지배층인 관인 자제로서
‘양반 자제’에 한정되고 있었다. 이는 개국초 民의 1/3이 僧이라고 언
급되는 상황임에도, ‘庶人’과 ‘賤口’70)를 배제한 소수의 상층만 도첩
발급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도승 규정을 ‘양반 자제에 대한 출가 허용’이라고 의미
를 부여해서는 곤란하다. 도승 규정에서 도첩 발급 대상을 ‘양반 자
제’로 제한한 것은 일차적으로 도승 자격의 제한이다. 그러나 양반 자
제라고 모두 도첩을 준 것이 아니었다. 기사 마)에서 보듯, ‘양가 자
제라 할지라도’ 정전을 납부한 후에야 도첩을 발급한 것이다. 곧, 당
시는 오랜 崇佛의 전통으로 출가의 관습이 있었으며 이에 양반 자제
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도승 규정은 양반 자제의 출가
까지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은 국가가 이들 도첩승 외에는 ‘법적으로 세속에
서 빠져나간 출세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
것이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은, 자격을 검증받지 못한 無度牒僧의 경
우 스스로 승이라 자부할지라도, 국가는 그를 ‘제도적 출세간’으로 간
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첩이 없는 승은, 自意識이나 外樣은 僧이
되 국가의 差役 대상이므로 법적으로는 출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다. 제도적 출세간은 도첩승에 국한되며, 무도첩승은 제도적으로 세
간에 속한다. 度僧의 증빙으로서 度牒을 役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면,
도첩을 소지한 승이 차역 대상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소수 지배층으로 재력을 겸비한 양반 자제의 출가로 이루어진 도첩
승’이라는 개념은 《경제육전》이 규정하는 도첩승의 신분적 함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후술할 《경제육전》 ‘환속자 규정’은 이러한 신분적 토
대 위에서 성립 가능하였다. 도첩을 통해 검증이 이미 이루어 졌으므

70)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4일 壬寅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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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은 법으로, 환속 후 신분적 성격이 강한 成衆愛馬를 보장받고
있다. 더하여 僧職을 지냈던 자들은 별다른 검증 없이 初入仕禮를 면
제받고 세속 관직에 임용되었던 것이다. 도첩승의 이러한 특질은 《경
제육전》 단계의 15세기가 이전 사회인 고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
여준다.
도첩에 들어있는 도첩승의 신분적 함의는, 도승과 관련한 조문이 왜
〈禮典〉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큰 단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도
첩을 단순히 役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도첩은 단순히
役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 및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었다. 도첩이 오로지 役에만 관계되었다면 도승과 도첩은 〈예전〉이
아니라 〈戶典〉 혹은 〈兵典〉에 실려야 한다. 그러나 《경제육전》 뿐 아
니라 《경국대전》에 이르기까지 도승･도첩은 〈예전〉에 수록되고 있다.
적어도 《경제육전》 〈예전〉에서 규정하는 바 도승･도첩의 규정은, 도
첩을 받아 ‘제도적 출세간’이 될 수 있는 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데에 있다. 그들, 도첩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소수 지배층 자
제로서 재력을 겸비한 출가 자원자, 양반 자제’에게만 주어졌다. 조선
의 출가자 제한은 광범위한 무도첩승의 추쇄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이 도첩승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데에 본질적인 주안점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자격 기준이 분명히 명시된 ‘도첩승’은 어느 모로 보나
사회지배층이었다. 관인 자제로서 세속의 관직에 출사하지는 않지만,
출가하여 도첩승이 되어 관인과 같이 역을 면제받고 사회적 존경과
지위를 보장받았다. 때문에 이 시기 사회에서 출가는 그저 세속을 떠
나 道를 성취하려는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 대부의 집안에서 관료가
났으면 으레 승직자도 배출하는 고려적 인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들 도첩승 안으로 역이 있는 서인이나 천구가 함부
로 진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다만 조선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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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사회와 다른 점은, 양반 자제의 출가를 丁錢 등의 방법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 출세간’인 도첩승이, 매우 좁은 지배층 자제에게 한정된 자리였음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경제육전》 도승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모두 4차례 간행된 《경제육전》의 조문을
따져보았을 때, 도첩 조문의 기본 사항이 홍무 21년(1388)의 판지 이
래 거의 한 차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도첩 관
련 연구 성과들에서 조선전기 도첩 규정이 자주 변동하였다고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결론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출가 대상이나 정
전가에 있어 변화가 많았다고 파악해 왔는데, 이는 《실록》 기사를 시
간 순으로 읽어가면서 도승조의 일부분만 인용되거나 사료의 誤讀을
조문의 변동으로 간주한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육전》이라는 법전에
기준을 두고 보았을 때 도승법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었음이 드러
난다.
한편,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른 기사와 조금 내
용이 다른 듯한 기사 가) “凡僧尼 試才行給度牒 許令削髮”이다. 이
내용은 《경제육전》 조문 3-2로 제시한 바 있다. 태종 2년의 이 기사
는 조선초 출가자에게 도첩을 줄 때 모종의 시험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내용을 번역하면 ‘승과 니는 재행을 시험하여 도첩을 주고 삭발
하도록 허락한다’라는 의미이다. 이 기사 그대로라면, 위에서 우리가
추출한 기사 내용에 더하여, 도첩을 줄 때 재행을 시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 대상은 ‘승과 니’ 모두이다.
그러나 《육전》에 실렸다는 이 내용은 이날의 기사 외에는 전혀 확
인되지 않는다. 도첩을 줄 때 계율이나 경전 등을 시험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 무엇을 시험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세조 7년의
기록에 의하면 비구니에게는 원래 도첩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는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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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태종 2년의 기사에서 ‘尼’가 아울러 언급되었음을 고려하면 원래
주다가 주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제육전》
의 全文이 남아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만, 도첩 발급 시 부적절한 자가 출가하는 것을 막고 僧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승니에게 모종의 재행을 시험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경국대전》의 도승 규정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장의 《경국대전》 관련 서술에서 상세히 살펴보기
로 한다.

2) 度僧 금지 대상과 위반자의 처벌

위에서 도첩 발급 대상자의 자격 및 기준과 발급 절차를 규정한 조
문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를 어긴 경우는 어떻게 처벌하였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조문을 상세히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다
음에서는 도승 조문의 출가 제한 대상 및 그 내용을 이어서 추출해
보고자 한다. 앞서 다룬 내용은 도첩의 대상과 절차, 정전에 대한 것
이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법을 어길 시의 처벌과 출가 금지 대상에
대한 언급이다. 사실 ‘도첩의 규정’과 ‘어길 시의 처벌’은 함께 禮典으
로 묶일 수 없는 범주이나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경제육전》의 편찬
방식이 수교를 그대로 싣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 같은 예전 조
문 내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출한 《경제육전》 도승 규정에서는, ‘양반 자제’만 도첩을 신
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수교의 내용
에서는 출가하여 도첩을 받을 수 없는 대상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71)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9일 庚戌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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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기사에서 추출한 출가 금지 대상과 그 처벌 내용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 <표 3>과 같다.
앞서 살핀 세종 11년 기사 라)72)에서 “民은 몸이 있으면 역이 있으
므로, 머리를 깎으려는 자는 반드시 도첩을 받아야 비로소 허락한다.”
고 하였다. 이 조항은 당시 사회가 출가자를 어떤 존재로 보았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바로, 세속에서 모든 民은
身役이 있는데 머리를 깎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머리를
깎으면 세속의 민이 당연히 져야 할 신역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이른
바 ‘출세간’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출세간’이 되었음을
나라에서 승인해 준 문서가 ‘도첩’이며, 이 도첩을 소지한 제도적 僧
이 ‘度牒僧’이다.
이에 즉하여 보면, 위 표에서 보이는 출가 금지 대상은 명확하다.
‘역이 있는 자[有役人]’는 불가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군역을
지고 있는 양인 및 특수 신역층인 향리·역자 등을 지칭하며, 公私賤의
경우 남성뿐 아니라 여성까지 포함한다. 이는 前述한 도승 대상자 ‘有
役人外 良人子弟’ 혹은 ‘無役의 兩班子弟’와 조응하는 규정이다. 더하
여, 역의 유무와 관계없이 남성 중 獨子, 여성 중 처녀는 출가가 아예
금지되었다.

72)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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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첩 규정 위반자의 처벌 규정
어긴 자의

출처

출가 금지 대상

홍무

其餘有役人及獨子

違者

21년

處女一皆禁斷

當差

처벌
還俗

연좌

예외자

其父母師僧
及寺主

從

重論罪

婦女守節剃
髮者

태종
8년

其餘有役人丁及獨

5월

子處女一禁

10일
세종

有役軍人鄕吏驛子

11년

公私賤男女...其有

違者

4월

役人及獨子處女一

當差

16일
세종

皆禁止

20년

軍丁鄕吏驛子公私

3월

賤口

-

-

還俗

父母師僧及
寺主

竝重

論罪

夫亡守身剃
髮者

其父母師僧
罪止其身

22일

寺主...其里

-

正不卽告擧
竝令論罪

군인･향리･역자･
공통

공사천남녀의

내용

역인, 독자, 처녀

유

출가 금지
남성 : 유역인, 독
비고

-

자
여성 : 유역인, 처

환속시켜 원
래 역에 차
정함

유역인 처벌

부모･사승･
사주

가족,
마을

수절하는 과
부는

출가

허용

절,

기혼여성

녀
(양반 자제를 제외한) 그 나머지 군인, 향리, 역자, 공사천 남
공통
내용
종합

녀 등의 유역인과 독자, 처녀는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출가
한 자는 환속시켜 차정한다. 그 부모와 스승인 승, 사주도 아
울러 죄를 준다. 남편을 잃고 수절하느라 출가한 경우는 허락
한다. (연좌 범위에 세종 20년 이정이 포함됨) ※ ( )는 필자
주

위 표를 보면 세종 20년에 가면 연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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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 이때 알면서 신고하지 않는 마을의 이정까지 죄를 묻도록 하
였다. 즉, 네 번째 경제육전인 《신찬경제속육전》이 세종 15년 간행되
었음을 생각하면, 경제육전에 성문화되어 올라간 조문은 위 표를 통
해 뽑아낸 공통조문임을 알 수 있다.

위 표의 ‘공통 내용 종합’에서

종합한 내용과 더불어 원 조문을 다듬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육전》 도첩 공통 조문 2 : 위반자의 처벌】
其餘 軍人鄕吏驛子公私賤男女等 有役人及獨子處女一皆禁
斷. 違者 還俗當差. 父母師僧及寺主 竝重論罪. 夫亡守身
剃髮者 不在此限.
(양반 자제를 제외한) 그 나머지 군인, 향리, 역자, 공사천
남녀 등의 유역인과 독자, 처녀는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출가한 자는 환속시켜 차정한다. 그 부모와 스승인 승, 사
주도 아울러 죄를 준다. 남편을 잃고 수절하느라 출가한
경우는 허락한다.
※ ( )는 필자 주

이와 같은 규정은 《경제육전》 체제 하에서 공고하게 유지되었는데,
이 법을 잘 살펴보면 사뭇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출가 금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역인과 독자, 처녀이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 법을 어기고 출가한 경우 당사자가 받는 벌은 그
저 환속하여 원래의 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신 그에 대한 연좌
범위를 확장하여 세속의 가족과, 출가 후 가르친 승 및 주석하는 절
사주를 처벌한다. 거기에 예외조항으로 수절하는 과부를 언급하고 있
다. 위 조문을 가만 살펴보면, 도첩을 받고 출가한다는 규정을 어긴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바는 한가지이다. 바로 ‘還俗當差’, 출가자가 세
속으로 돌아가 역에 차정되는 것이다. 도첩을 발급하는 법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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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제한을 비롯하여 그 규정이 까다롭고 정전이 무거웠음을 상기한
다면 령을 어기고 출가한 자에 대한 규정은 단순하고 어찌 보면 가볍
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경제육전》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출가한 당사자에 대해 왜 이렇게
단순하고 가벼운 처벌을 설정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조선이 《大明
律》을 수용하고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태조는 그 卽位敎
書에서 《대명률》을 따를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73) 《대명률》에서는 도
첩을 받지 않고 출가한 자에 대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었다. 《대명
률》에는

만약 僧이나 道士에게 도첩을 주지 않았는데도 사사로이
몰래 머리 깎은 자는 杖 80대를 치고 환속하게 한다. 만약
家長으로 말미암았으면 가장에게 죄를 주고, 절이나 도관
의 주지나 가르친 스승이 사사롭게 출가시킨 자는 함께 죄
주어 환속 시킨다.74)

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명률》은 중국의 상황상 승과 도사 모두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분명 ‘도첩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몰래 머리
깎은’ 당사자에 대해 杖刑 80대를 가하여 환속시킨다는 규정을 분명
히 하고 있다.
위 《대명률》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경제육전》에는 도첩을 받지 않
고 출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대명률》 위 조문에 들어있
지 않은 ‘還俗當差’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과 다른 조선의 상황을 감안하여 유
역자나 독자, 처녀 등 출가 금지 대상, 연좌 대상이나 예외 대상(수절
73)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丁未 3번째 기사
74) 《大明律》 戶律 戶役 私庵院及私度僧道條, “若僧道不給度牒私自簪剃者杖八十
若由家長家長當罪 寺觀住持及受業師 私度者 與同罪 並還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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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을 상술한 것이라고 본다.
《경제육전》 이후의 《경국대전》의 경우에는 刑典 첫머리에서 《대명
률》을 쓴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명률》 적용의 정황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육전》 단계에서는 태조 즉위교서의 내용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대명률》을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게 서술되
는 경향이 있다. 관련한 학설이 분분하기 때문이다.75)
더하여 《대명률》은 고려말에 이미 수용되었고, 창왕 즉위년 六典
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명률》을 채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76) 이 때 《대명률》을 도입하되 우리 율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 정하여 시행케 하기로 한 것이다.77) 이 시기 《대명률》을
채택하여 수용한 것은 명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한 측면도 있으나, 그
보다 명률이 가진 체계적 우수성 때문이었다고 평가된다. 신왕조 개
창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문란한 형사사법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새로운 형률을 만드는 것보다 《대명
률》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78) 때문에 태조의 즉위교
서에 간접적이나마 선언되고 있는 《대명률》은 그 포괄적인 계수가 전
제되고 있는 것이었다.79)
《경제육전》이 《경국대전》처럼 《대명률》에 대해 조선의 사정을 고려
하여 작성한 특별법인가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度牒과 관련한 조문에서 법을 위반하고 출
75) 즉위교서의 의미에 대하여 모든 형사사건은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
한 포괄적 계수의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 《대명률》 의용의 법제를 정한 것은 아니
고 《대명률》의 전반적인 의용을 전제로 하면서 刑曹, 巡軍의 권한 범위 등을 밝히
고 謝貼의 수탈, 家産의 몰수, 收贖, 解任 등의 일은 특히 《대명률》에 의할 것을
선명히 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더하여 《대명률》이 당시의 현행법률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사의 내용과 해설은 조지만,
2007 《조선시대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景仁文化社 39-43쪽 참조.
76) 이 과정은 윤훈표, 2003 〈고려말 육전체제의 도입〉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
립》, 혜안에 잘 소개되어 있다.
77) 《고려사》 권84, 형법지1, 직제, 창왕 즉위년 9월
78) 조지만, 앞 책, 47쪽
79) 조지만, 앞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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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대명률》의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육전》 全文이 남아있지 않아
다른 부분에 도첩제 위반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실려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다만 현재의 《실록》에서 수차례 도첩제 위반 상
황을 언급하는 중에 《경제육전》 도첩제 위반 당사자에 대한 처벌 조
문이 잘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대명률》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법을 어기고 출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이후 《경국대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다
시피 《경국대전》의 형법은 《대명률》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쉽
게 납득 가능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경제육전》은 출가 허용과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기고 출가
한 자에 대한 처벌은 본인을 포함하여 연좌 범위가 부모와 師僧, 寺
主에까지 미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상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출가하는 자가 여전
히 줄지 않자, 세종 후반에는 그들에 대한 연좌 처벌의 범위를 확대
하기에 이른다. 세종 20년 里正에게까지 죄를 묻게 하는 것을 시작으
로 세종 24년에는 연좌 범위와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파)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有役
人 이외에 良家 자제로서 僧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원
전》에 의하여 그 부모나 혹 족친이 사유를 갖추어서 소
재관에 고하고 다시 예조에 전해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아뢰어 교지를 받아서 정전을 받고 도첩을 발급
한 뒤에 출가하도록 하소서. 사사로이 삭발하는 자는 누
구나 고발하게 하고, 승이 된 본인과 그 부모·본주·사승·
사주 및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里正長 등은 모두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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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논죄할 것입니다. 만약 本僧과 부모·족친 중에
서로 숨기고 있던 자가 자수하여 고해 오면 율문에 의하
여 면죄하고, 사승·사주와 里正長이 자수하면 다만 그
자수한 자만 면죄하고 승인은 모두 환속하게 할 것입니
다. 그러나, 법령을 어기고 승이 된 자나 그 부모·족친을
다만 그 죄만 논한다면 징계가 엄하지 못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赦前을 논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평안도나 함
길도로 全家入居하게 하고, 그 사승은 노소를 물론하고
다 환속시켜 본역에 차출하도록 하여, 승이 되는 길을
막을 것입니다. 이것을 규찰하는 법은, 서울에서는 사헌
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들이 밝혀 거행하도록 하
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80)

세종 24년의 위 기사에서는 령을 어기고 출가한 자에 대한 처벌과
그 주변에 대한 연좌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껏 살펴본 《경제육전》 단계 도승조의 핵심은 도승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즉 ‘度牒僧’의 자격을 선명하게 규정하여 제도적 출세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도첩 발급 대상에 들지 않는 자들
은 도승 자체가 불가한 것이었다. 이를 어기고 출가한 자는 장형 80
대를 가하고81) 환속시켜 역에 뽑히게 하였다. 더하여 그 가족 뿐 아
니라 이웃, 머리를 깎아준 스승과 주석하는 절의 주지까지 처벌하도
록 규정하였다. 국가에서 잘 통제할 수 없는 사적 출가를 그 주변에
80)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 丙午 5번째 기사, “議政府啓...... 請自今
有役人外 良家子弟自願爲僧者 依《元典》或父母或族親具辭告于所在官 傳報禮曹
禮曹啓聞取旨 納丁錢給度牒後 方許出家. 私自削髮者 許人陳告 本僧及父母本主師
僧寺主與不告擧里正長等 竝依律論罪. 若本僧及父母族親中相爲容隱者 首告則依律
文免罪 師僧寺主及里正長等自首則只免自首人 其自首免罪僧人 竝令還俗. 然犯令
爲僧者及父母族親只論其罪 則懲戒不嚴. 請勿論赦前 於平安咸吉道 全家入居. 其
師僧 勿論老少 竝令還俗差本役 以杜爲僧之路. 若糾察之法 京中司憲府 外方監司
守令申明擧行. 從之.”
81) 《大明律》 戶律 戶役 私庵院及私度僧道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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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연좌 처벌 범위를 이웃과 里正長 등에게
까지 더욱 확대하여 막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私賤의 경우 그 주인[本
主]까지 연좌하여 처벌토록 하며 출가자 및 그 가족에게는 全家入
居82)라는 형벌이 더해지고 출가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승까지 모두
환속하여 역에 차정되도록 하였다.

위 기사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세종 24년 추가되는 조항

출처

출가 금지
대상

어긴
자의
처벌

신
고

추가

연좌

허

처벌 담당처

처벌

락
犯令爲僧

세종24
년
2월15
일

有役人....

依 律 論

私自削髮

罪(還俗

者

當差)

父母本主

者及父母

許

師僧寺主

族親

人

與不告擧

平安咸吉

부

陳

里正長等

道

외방: 감사,

告

竝依律論

入居

罪

師僧還俗

於
全家
/

서울:

사헌

수령

差本役

이렇게 세종 24년까지 법을 어기고 출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
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출가자 본인뿐 아니라 세속의 가족과 이웃, 출
세간의 스승과 사주까지 모두 연좌하여 죄주는 것이라, 규정 자체는

82)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평안도나 함경도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이다.
조선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이 시작되어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키는데 이에 응하는
자가 없자 그 정책의 하나로 전가사변을 실시하고 주로 함경도 五鎭으로 이주시
켰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문서 위조자·좀도둑·牛馬屠殺者·관리로서 백성을 억압
하는 자 등 비교적 경범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네이버 제공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全家徙邊 참조. 최종검색일 201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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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내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벌규정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역의 유무와 상관없이
출가가 금지된 자들과 예외에 대한 규정이다. 홍무 21년의 判旨 이래
獨子와 결혼 안 한 처녀는 출가가 금지되고 과부의 출가는 허용되고
있다. 獨子는 부모를 부양하는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는 애초부터 도승이 금지된 유역인을 향한 규정이 아니라 도승이 가
능한 양반 자제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도첩 발급의 다른 조건
이 만족되더라도 ‘獨子’라면 출가를 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눈에 띄는 점은 처녀의 출가 금지와 과부의 출가 허용이
다. 같은 여성이어도 이미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의 경우 수절
을 이유로 머리를 깎는 것은 허락하면서 처녀의 출가는 제한하고 있
는 것이다. 처녀의 출가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개 인륜을 바루기 위함
[正人倫]이라고 하였는데, 僧보다 尼에 대한 규제를 먼저 시작하였다
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규정대로라면, 조선은 개국 당시부터 이미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출가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상 고려 말부터 니승
의 출가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失行’과
‘失節’이었다.83) 그럼에도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도성 내 니
승 출가 문제는 15세기 내내 꾸준히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였다. 이
는 수절 과부의 출가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왕
비나 후궁, 사족 부녀들이 남편과 사별한 후 출가하는 경우는 흔했다.
상층 부녀의 출가와 더불어 어려서 부모를 잃은 경우나84) 崇佛의 경
향으로 미혼의 여성이 출가하는 경우도 많았다.85) 도성 내 尼舍는 계
83) 《고려사절요》 권33 신우4 창왕 즉위년 12월. 부녀자의 失節과 失行은 부녀자의
佛事와 절에의 왕래를 규제하는 주요한 구실이 되었다.
84)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4월 29일 戊辰 3번째 기사 ;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3일 辛酉 6번째 기사
85)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6월 29일 丙子 2번째 기사 ; 《세종실록》 28권, 세
종 7년 6월 23일 辛酉 6번째 기사 ;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11월 24일
丁亥 1번째 기사 ;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22일 정유 1번째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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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증가 추세에 있었고 몇 차례에 걸쳐 철거되기도 하였다. 태종 11
년에는 정업원만 남기고 山內 니승방을 모두 철거해버렸고86), 태종
13년에는 良家 처녀로서 니승이 된 자는 모두 환속시키는 조치87)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니승이 증가하고 도성 내 비구니 절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위 수절 과부에 대한 규정 때문
이다. 과부의 수절을 위한 출가를 용인한 것인데, 때문에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왕실의 후궁들과 양반가 미망인들은 尼舍, 尼僧房 등을
꾸려 거처하였다.88)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도성 내 니승의 신분적 함
의가 컸던 것도 이러한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시기 정업원
등 도성 니사에 거주하는 니승은 후궁이나 사족 집안의 여인들이었던
것이다. 사족 부녀의 출가가 계속되는 한 숭불의 전통 아래 양가의
딸들의 출가도 잘 통제되지 않았다. 급기야 세종 7년에는 40세 이하
니승의 환속을 실시89)하지만 이후에도 니승이 번성한다는 지적은 계
속 있게 되는 것이다.90)
이상에서 도승 금지 대상과 예외, 도승법을 어기고 출가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았다. 세종 후반으로 갈수록 처벌의 수위가 높아
지고 연좌 범위도 넓어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도승을 이
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려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지적할 점은 《경제육전》의 도승법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천명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도
승이 잘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 절에서 살폈듯 《경제육전》 도
승법에는 ‘양반 자제만 도첩을 받은 후에 출가’하도록 되어 있어 도승
86)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6월 9일 戊戌 6번째 기사
87)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6월 29일 丙子 2번째 기사
88) 이러한 전통은 고려와 조선 뿐 아니라 당대를 비롯한 중국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습속이었다.(김영미, 1999 〈고려시대 여성의 출가〉 《이화사학연구》 25-26, 59-60
쪽
89)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3일 辛酉 6번째 기사
90) 《성종실록》 55권, 성종 6년 5월 27일 乙亥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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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출가 자체를 규제해 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자
외에는 출가하지 못하도록 도승제를 꾸려가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규정의 천명과 처벌의 강화는, 현실의 광범위한 출
가를 막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출가 수요에 비해 도승의 규정은
도첩 발급 자격과 신고 절차, 납부할 丁錢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여
너무나 까다로웠으며, 이를 어기고 출가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연좌의 범위를 확대하며 점점 더 가혹해져 갔다.

3) 丁錢價의 추적과 도승 규정의 허점

이상에서 모두 4차례 간행된 《경제육전》이라는 법전을 따져보았을
때, 도첩 조문의 기본 사항이 홍무 21년(1388)의 판지 이래 거의 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기존 도첩 관련 연구
성과들에서 조선 전기 도첩 규정이 자주 변동하였다고 파악한 것과
매우 차이가 있는 결론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출가 대상이나 丁
錢價에 있어 변화가 많았다고 파악해 왔는데, 국가에서 규정한 정전
가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부분
은 좀 더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육전》 단계마다 정전가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자. 앞서
도첩을 역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은, 도첩의 소지가 차역
대상에서 벗어남을 증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도
첩의 소지를 면역과 더 단단히 결부시키는 단서는 바로 이 정전의 부
과이다. 그러나 조선초 정전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히 설명된
바 없으며, 고려말 이래 도첩을 발급할 때 부과된 정전은 부담하기
어려운 양이었다는 정도가 밝혀진 실정이다. 과연 이 시기 책정된 정
전가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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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첩과 정전이 결합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이미 3-1,
3-2 조문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전이 아니더라도 도첩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예컨대 신분이나 役의 有無, 성별, 佛經에
대한 지식 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첩은 고려
충숙왕 12년(1325)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91) 처음에는
정전 없이 발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첩의 발급이 출가를 제한하는
조치임을 생각했을 때 정전의 부과가 시행되는 것은 출가 제한을 강
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첩과 결합한 정전의
부과는 공민왕 20년(1371)에야 비로소 시작된다.92)

하) 도첩을 받지 않은 자는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
미 命을 분명히 하였는데 담당 관사에서 받들어 행함이
지극하지 못하여 丁口로 하여금 신역을 피하기를 엿보게
하고 戒行을 닦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敎門을 무너뜨리
는 데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제부터 승이 되고 싶은 자
는 먼저 所在官司에 가서 정전 50匹布를 내야 출가를
허가한다. 어기는 자는 師長과 父母를 죄준다. 鄕吏에서
津驛까지 公私有役人은 모두 금지한다.93)

91) 《고려사》 권85, 〈지〉 형법2 금령, “州縣吏 有三子者 毋得剃度爲僧 雖多子 須告
官 得度牒 許剃一子. 違者 子及父母 俱治其罪.” 도첩의 법은 중국에서 이미 남북
조시대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았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문자 기록에서 우리나라의 도첩제가 확인되는
시점은 이 충숙왕대의 조치이므로 관련 연구들에서는 대개 충숙왕 12년을 도첩제
의 시작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92) 고려말 도첩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崔鎭錫, 1972 〈高麗後期의 度牒制에 對하여〉
《慶熙史學》 3 ; 양혜원, 2013 〈고려후기~조선전기 免役僧의 증가와 度牒制 시행
의 성격〉 《韓國思想史學》 44, 16-21쪽 참조
93) 《고려사》 권84, 〈지〉 형법1 직제, “諸人未受度牒 不許出家 已嘗著令 主掌官司
奉行未至 致使丁口 規避身役 不修戒行 至敗敎門. 今後 情願爲僧者 先赴所在官司
納訖丁錢五十匹布 方許祝髮. 違者 罪師長父毋. 自鄕吏及津驛 公私有役人等 幷行
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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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공민왕 20년 12월에 발표한 개혁교서로, 충숙왕 이래 시
행된 도첩제가 담당 관사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다
고 비판하면서 기존에 실시되던 도첩제에 새로 丁錢의 규정을 추가하
였다. 이때의 조치는 정전 50필포를 처음 도입했을 뿐 아니라 어기는
경우 부모 및 사장까지 처벌한다는 연좌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향리,
진역, 공사유역인의 출가를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못 박는 것이었다.
홍무 21년의 판지는 이 조치의 후속으로, 이를 좀 더 다듬고 구체화
한 것일 것이다. 정전량의 조정이 특별히 없었다면 공민왕대의 50필
포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태조 즉위 직후 도첩 및 정전에 대한 눈에 띄는 처분이 내
려진다. 다음 기사를 보자.

거) 무릇 승이 되는 자는 兩班子弟 오승포 1백 필, 庶人 1
백 50필, 賤口 2백 필을 소재 官司에서 헤아려 받아들이
면 비로소 도첩을 주어 출가를 허락하소서. 제 마음대로
출가하는 자는 통렬히 다스리소서.94)

위 기사는 태조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도평의사사인 조준과 배극
렴이 개혁안 22가지를 상언한 것 중 한가지이다. 도첩과 관련하여 양
반자제 오승포 100필, 서인 150필, 천구 200필로 정전가를 규정하였
는데, 태조가 이를 따랐다고 하며 이때부터 얼마간 위의 정전가가 적
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태조 1년의 도첩과 정전 규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
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육전》과 《속육전》에 이미 홍무
21년의 판지와 더불어 정전 5승포 100필이라는 규정이 수록되어 있
94)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4일 壬寅 1번째 기사, “凡爲僧者 兩班子弟 五升
布一百匹 庶人百五十匹 賤口二百匹 所在官司以此計入 方許給牒出家. 擅自出家者
痛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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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원육전》이 반포된 것이 태조 6년 12월이므로 적어도
이 시기 전에는 규정이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태종 8년 기사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태종
8년부터 양반자체 출가와 정전 오승포 100필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경제육전》의 반포 시기를 염두에 둔다면 이미
태조 6년 이전에 태조 1년의 도첩 규정이 다시 정정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태조 1년의 서인, 천구의 정전과 도첩 조치는 영구
한 법으로서가 아닌 一時之法으로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태조 6년
《원육전》 반포 이래 적어도 《경제육전》 체제 하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도첩의 조문 “양반 자제로 승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모나 친족이
승록사에 신고하고 승록사는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가 왕에게 아뢰어
교지를 받은 후에 정전 5승포 100필을 납부하면, 도첩을 주고 비로소
출가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다.
잠시의 조치였음에도 태조 1년의 이 조치는 앞뒤 시기의 도첩 관련
조치와 비교하여 특이한 처분이었다. 왜냐하면 양반 자제와 서인, 천
구의 정전가를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양반 자제
와 서인, 천구에게 모두 도첩을 발급한다는 의미이다. 고려후기 이래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역인의 출가를 단속해 왔다. 더구나 승이
갖는 신분적 함의와 더불어, 유역인 및 천구가 출가하는 것을 용납하
지 않는 기조 위에 있었으며, 이후 《경제육전》 단계의 어떤 조항에서
도 양반 자제 이외 역이 있는 계층에게 도첩을 주는 것을 허락한 적
이 없다. 더구나 태조대 위 조치는 이전의 공민왕대의 조치나 홍무
21년 판지와도 사뭇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 공민왕은 향리와 진역,
공사유역인의 출가를 모두 금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역이 없는 자
의 출가만 허락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홍무 21년 판지에서 ‘양반 자
제’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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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조의 이 조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이 필
요하다. 단순히 많은 정전이 매겨졌으므로 崇儒 정권의 억불정책이었
다고 평가하거나, 상인과 천구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출가의 확대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출가 제한은 이미 고려부터 있던 정책이었고
도첩도 출가를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된 정책이었으며, 이 때
정해진 정전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丁錢’이란 도첩을 받기 위해 관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었는데, 중국
에서는 ‘免丁錢’ 혹은 ‘鬻錢’이라고 불렀다. 글자 그대로 ‘丁’을 면하
기 위한 돈이라는 의미이다. 이 면정전은 승이 출세간으로서 세간의
역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승이 되고나
면 세간의 역에서 빠져 나가므로 원래 출가하지 않았다면 내야 할 신
역가를 한번에 치르고 출가 이후의 역을 면한다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중국 도첩제의 면정전은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조처였다.96) 조선에서도 그 개념은 유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돈을
내고 정을 면한다[納錢免丁]’97)는 언급은 이 시기 정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럼 이제 정전의 가격과 그 변동을 확인해 보자. 태조 1년 정해진
정전의 액수를 놓고 보았을 때, 기존 공민왕 20년의 50匹布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서로 기준이 다르므로 양반 자제-서인-천구별로 부과된
이 시기 五升布 100-150-200匹을 공민왕대 50필 포와 단순 비교하
95) 기존 연구 성과들에서는 공민왕 20년의 조치를 인민 전체에 대한 도첩 발급의
확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첩 자체가 향리, 진역 등 유역인의 출가
를 막기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그 출가를
금지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여러 계층에게 도첩을 확대 시행
한다기보다 향리, 진역, 공사유역인에게는 도첩 발급 자체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
을 표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과연 향리, 진역과 공사의 역이 있
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96) 《明實錄》 太祖高皇帝實錄 권77 12月 26日 1번째 기사, “給僧道度牒時. 天下僧
尼道士女冠凡五萬七千二百餘人皆給度牒以防偽濫禮部言前代度牒之給皆計名鬻錢
以資國用 號免丁錢.”
97)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9일 辛卯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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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둘의 절대량
비교를 위해 금액을 쌀값으로 환산해 보는 방법이 있다.
공민왕대는 쌀값에 대한 기록이 있어 환산해 볼 수 있다. 쌀 4두에
포 1필이므로98) 정전가를 당시의 쌀값으로 환산했을 때 공민왕대 50
필포는 쌀 200두99)라고 할 수 있다.
태조대 정전은 五升布로 규정되는데, 태조대 쌀값 기록은 잘 보이
지 않는다. 그러나 《실록》에서 태종 2년의 쌀값은 확인할 수 있어 시
차가 크지 않은 관계로 이에 준하여 계산해 보고자 한다. 태종 2년
常五升布 1필에 쌀 2두라고 하고 있다.100) 이 ‘상오승포’는 이른바
五升麻布101)를 의미하는 것으로 ‘常布, 麤布, 五升布’ 등의 이름으로
도 불렸으며 당시 등가기준 교환수단으로서 각종 부세를 포함한 국가
의 재정 운용 등 공적 영역뿐 아니라 민간의 사적 교환경제 부문에서
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102) 이 오승포 1필=쌀 2두라는 기록에 준하

98) 《고려사》 권79, 志 권33 食貨2 貨幣 市估, 恭愍王 11年 11月 “米四斗 直布一
匹.”
99)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쌀값으로 환산한 연구는 旗田巍, 1932 〈高麗朝におけ
る寺院經濟〉 《史學雜誌》 43편 5호로 보이는데, 旗田巍는 공민왕 11년 물가로 쌀
값이 베 1疋에 4斗임을 지적하며 공민왕대 정전 50필포가 쌀 13석 5두라고 계산
한 바 있다. 쌀 1석을 15두로 보고 총 200두로 계산한 것이다. 이후의 한우근, 최
진석, 이병희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 성과들도 공민왕 11년 식화지 쌀값 기록
을 근거로 공민왕대 정전 50필포가 쌀 200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공민왕대
쌀값 관련하여 이 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
를 따라 공민왕 11년 쌀값을 기준으로 200두로 계산하고자 한다.
100)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1월 9일 壬辰 2번째 기사, “楮貨一張 準常五升布一
匹者 直米二斗.”
101) 김병하, 1970 〈李朝前期의 貨幣流通 - 布貨流通을 中心으로〉 《경희사학》 2,
32쪽 ; 李正守, 1993 〈朝鮮前期의 米價變動〉 《釜大史學》 17, 276-277쪽
102) 박평식, 2012 〈조선초기의 화폐정책과 포화유통〉 《동방학지》 158, 106쪽. 박평
식의 이 연구는 조선초 실제 교환경제의 현장에서 유통되던 ‘布貨’에 방점을 둔
연구이다. 기존 米價나 상업, 화폐 연구 등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어지던 포화를,
그 자체에 주목하여 그 종류별 쓰임과 가치의 변동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15세기
正布와 常布의 가격을 추적하고 그 교환비와 가격 등이 세조대에 이르기까지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연구 성과이다. 그 결
론은 정전가의 추정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이 시기 오승포가 곧
상포이며 추포, 상오승포 등과 같다는 박평식의 결론에 의지하여 이후 정전가를
논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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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하면 태조가 설정한 양반 자제-서인-천구의 정전가는 쌀값으
로 200두-300두-400두라고 할 수 있다.103)
그런데 공민왕 20년의 이래 양반 자제가 출가하고자 도첩을 신청할
때 정전으로 50필의 포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쌀값으로 환산했을 때
200두임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이 점을 상기하였을 때 태조 1년의 양
반 자제 오승포 100필, 즉 쌀 200두의 정전가는 변함이 없었을 가능
성이 있다.104) 대신 도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서인과 천구는
오승포 150필과 200필, 쌀값으로 환산하면 300두와 400두에 이르는
양을 정전으로 납부해야 했다. 즉, 태조 1년에 일시적으로 서인과 천
구의 정전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103) 태조 1년의 정전가를 쌀값으로 환산하는데 대하여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몇 가
지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韓㳓劤, 2001, 앞 책, 32쪽, 각주 15)에서는 이 시기 정전가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결
론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여말선초 쌀값이 대개 베 1필에 2~4두였으며 태조대
노비가가 오승포 150필이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태조 1년의 정전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승준, 2000 〈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 《湖西史學》 29, 湖西史學會
(2000 〈朝鮮前期 度牒制의 推移〉, 한국교원대 석사논문을 재수록한 것이다.),
8-10쪽에서는 세종 19년 정전 1필에 준하는 쌀값을 태조 1년으로 소급해 적용하
여 양반 자제 150斗, 서인 225斗, 천구 300斗의 양으로 계산한 바 있다. 그 결과
양반은 공민왕대보다 부담이 적어지고 서인은 비슷하며 천구는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태조대 정전가를 米價로 환산해 본 첫 번째 시도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유완상·전용준_2002 〈朝鮮초期 度牒制 强化와 運用에 대한 檢討〉 《지역연구소논문
집》 11, 110쪽에서는 고려말 물가를 고려했을 때 오승포 100필=쌀200두, 150필=
쌀300두, 200필=쌀400두라고 하여 1필을 쌀 2두로 잡고 있는데, 그 산출의 근거
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기타 다른 연구들에서는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대체로 이승준의 설을 따르고 있
다. 필자도 양혜원, 위의글에서 이승준의 설을 인용한 바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수렴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조선초 麤
布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태조 2년 米價가 상오승포로 환산되는 기준이 밝혀진
바(박평식, 위의 논문 참조) 이에 근거하여 환산하는 편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104)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결론은 일말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공민왕 11년의
米價와 조선초 미가로 제시된 금액이, 같은 기준 하에 산정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제시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상 위와 같은 정도의 단
순 비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추후 미가와 관련한 당대의 다른 자료를 찾아내어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공민왕대 정전가를
배제하고 개국 후의 정전만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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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서인과 천구에게 규정된 정전은 어느 정도 가치인 것
일까? 출가하려는 서인과 천구가 현실에서 부담할만한 양인지 아닌지
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전이 신역을 면하는 대신
징수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신역가로 환산해 보면 이해하기 쉬우리
라 본다. 태종 8년 기록에 公處奴婢의 身貢價가 奴子의 경우 추포 5
필이었다.105) 추포는 오승포와 같다.106) 이렇게 보면 公賤의 남성이
도첩을 받기 위해 관에 납부해야 하는 정전 200필은 무려 40년 치
신공가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당시 奴婢價가 오승포 150필107)임을 상
기했을 때 40년 치의 신공가로서 정전 200필은 노비의 몸값을 상회
하는 실로 막대한 액수이다. 즉 이 때 양반 자제를 제외한 有役人에
게 규정된 정전가는 출가하지 않았을 때 거의 평생 내야 하는 신공가
에 맞먹는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지적해둘 점은, 양반자제 오승포 100필의 정전
역시 낮은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정전
은 도승과 도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였음을 간과해서는 곤란
하다. 충숙왕 12년 도승을 제한하고자 도첩제를 실시하였을 때, 처음
부터 도첩에 정전이 결합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지속적인 도첩제
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도승이 제한되지 않자 공민왕 20년에 이르러
도첩을 받으려면 정전을 납부하라고 규정한 것이다.108) 앞에서 조문
3-1의 ‘양반 자제’가 無役의 존재임이 전제되었음을 보았는데, 이들에
게까지 정전 오승포 100필을 부과하였다. 이는 양반 자제가 관인이
되지 못했을 때 양인으로서 부담할 수 있는 신역가를 책정한 것이라
고 추정해 볼 수 있다.

105)
106)
107)
108)

태종 8년 8월 28일 癸卯 1번째 기사
박평식, 위의글, 106쪽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6月 18日 壬戌
양혜원, 앞 논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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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태조 1년 양반 자제와 서인, 천구의 정전량을 이전 시기
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양반 자제의 부담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서인과 천구의 정전가를 규정하여 마치 그들
에게 도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허나, 실
제 책정된 정전가는 평생 내야하는 신공가에 버금가는 막대한 금액이
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조치는 서인과 천구에게 출가의 기회
를 주었다기보다, 막을 수 없는 유역인의 출가 현실을 인정하되 정전
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사실상 출가를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
다. 서인과 천구가 도첩 발급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전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여 그 중 정전
을 내고 출가하더라도, 해당 출가자가 세속에서 내야할 신공가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므로 국가로서는 유역인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출가 후 역을 면제받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저 피역을 도모하기 위해 출가하는 자들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위정자들의 셈법이 엿보이는 처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래 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도첩승’에는, 앞에
서 살폈듯 ‘양반 자제’라는 강력한 신분적 함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천구에 대해 몸값을 상회하는 막대한 정전가를 책정한 것은 출가하여
도첩을 받는 일이 免役이나 免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도 천구가 출가하여 도첩을 받는다면, 그는 단
순히 免賤을 한 것이 아니라 度僧을 하여 度牒僧이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양반 자제’에게 발급되던 도첩을, 서인과 천구에게까지 허락하
는 이 조치는 당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개국직후 잠시 시행되다 사라진 이 규정은 광범위하게 존재하
던 무도첩승을 구제하기 위한 一時之法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결
국 서인과 천구에게 정전을 규정한 조치는 얼마 가지 않아 없어지며,
도첩은 양반 자제에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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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조처들은 이 시기 도첩제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첩제에서 정전은 도첩승의 양산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양반 자제 이외의 존재가 도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고려말 이래 출가 규제가 잘 이루어지
지 않자 공민왕 20년에야 도입한 강경 조치였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초 도첩제는, 승을 출가시키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출가
하려는 자를 규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한 법이었다. 도첩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신분적 경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막대한 양의 정전을
규정하여 설사 양반 자제 이외의 존재가 도첩 발급의 대상이 되더라
도 현실적으로 도첩을 받기 힘든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고 위 태조대의 조치를 해석할 때 양반 자제에 대해서 그 값을 작다
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도첩제는 출가를 제한하기
위한 禁僧의 법이었던 것이다.109)
한편, 이 오승포 100필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모종의 변화가 감지
되는 때는 세종 27년(1445)이다.

너) 정전은 《元典》에 오승포 1백 필로 정하였으나, 이 베
는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이어서 正布로 바꾸어 30필로
酌定하고자 한다.110)

세종 27년에 《경제육전》에서 지정한 ‘五升布’가 이제는 잘 쓰지 않
는 것이므로 ‘正布’로 바꾼다고 하였다. 즉, 이 시기 오승포 100필을
정포 30필로 환산한 것이다. 혹자는 오승포 100필에서 정포 30필로
의 변화를 단순히 ‘100’에서 ‘30’이라는 수치의 하락 때문에 정전가
109)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己亥 3번째 기사 ; 《단종실록》 11권, 단
종 2년 7월 12일 辛酉 1번째 기사 ;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6일 戊午
1번째 기사
110)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7월 15일 丁亥 2번째 기사, “丁錢 《元典》以五升
布百匹爲定 然此布 今所不用之物. 欲易以正布 酌定三十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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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당시 布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런 식의
추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정전의 규정을 위와 같이 바꿀
때 그 값을 올리거나 내렸다는 논의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도승법
은 출가를 제한하는 禁僧의 법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육전》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기의 분위기상 아무런 이유나 반대
없이 정전가를 대폭 낮추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로 세종대 오승포인 常布와 正布의 시중 교환비는 3:1 정도였
다.111) 이렇게 보면 오승포 100필을 정포 30필로 바꾼다고 하였을 때
대략 3:1의 교환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승포 100필에서
정포 30필로의 변화는 정전의 가격을 낮춘 것이라기보다, 시중에서
잘 통용되지 않는 ‘오승포’를 많이 쓰이는 ‘정포’로 바꾼 것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정전으로 내야하는 布貨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정포 30필로 규정된 정전은, 세종 31년에 다시 綿布로도 규정된다.
‘정포 30필, 혹은 면포 15필’112)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시기
주로 통용되던 면포와 정포는 면포 1필에 정포 2필에 준하는 교환비
가 성립하였으므로113) 정포 30필과 면포 15필은 같은 가격이다. 도첩
을 받으려는 자는 나라에 정포로 30필을 내거나 면포로 15필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국초의 오승포는 “지금 민간에서 쓰이지 않는 바[今民
間所不用]”라고 하여, 시중에 통용되지 않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111)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19일 갑신 4번째 기사, “民間布價 米則五
六斗 豆則十餘斗. 田稅之布 準〔米〕十五斗 豆三十斗 似爲過多 更以米十斗 豆二十
斗爲定.” 박평식에 의하면, 여기서 민간포는 5승포이며 전세포는 정포이다. 그 교
환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2:1로 조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조 7년에 이르러야 법적으로 2:1로 고정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 상포는 민
간에서 그 쓰임이 현저하게 퇴조하는 가운데 일상 통화로서의 기능은 면포가 대신
해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 이 시기 상포와 정포 비율에 대한 고찰은 박평
식, 앞 논문 참조)
112)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9일 庚戌 5번째 기사, “其丁錢 許納五升布
今民間所不用. 請代以緜布 正布則三十匹 緜布則十五匹.”
113)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4일 乙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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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조치를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세종 31년의 조치를, ‘정포 20필 혹은 면포 15필’로 조
정되어 정전이 낮아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료 검증 부족
으로 인한 오판이다.114) 먼저 이 시기 정포와 면포의 교환비가 2:1이
므로 ‘정포 20필 혹은 면포 15필’이라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저
주장을 정포와 면포의 교환비대로 환산하면 ‘정포 20필’ 혹은 ‘정포
30필 어치 면포’를 납부하라는 소리가 된다. 곧 정전을 정포로 내면
면포로 내는 것보다 더 싸게 해준다는 뜻이 되므로 위 기사의 ‘정포
20필’과 ‘면포 15필’은 둘 중 한 곳이 잘못되었다고 마땅히 의심해 보
아야 한다.115) 사실 세종 31년 해당 기사의 《실록》 원본 이미지116)를
확인하면 ‘정포 30필 혹은 면포 15필’이다. 즉, 세종 31년에는 정전가
가 변동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오승포가 잘 쓰이지 않게 되었
114) 세종 31년의 이 조치(위의 위 각주)는 기존 연구 성과에서 가장 크게 오해 되어
온 것 중 한가지 이다. 한우근, 이재창, 이승준, 민순의 등 이 시기 정전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세종 27년 정포 30필의 정전가가 세종 31년에 ‘정포 20필
혹은 면포 15필’로 조정되어 ‘정전가가 싸졌으며 도첩제도 완화되어 갔다’고 보았
다. 그러나 이는 오류이다. ‘정포 20필 혹은 면포 15필’이라고 하면, 이 시기 정포
와 면포의 비율이 1:2임을 생각했을 때(《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2월 4일 乙
亥 1번째 기사) 면포가 아닌 정포로 정전을 내면 더 싸게 해준다는 이야기이므로,
선뜻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록》의 원본을 직접 확인하면
‘正布則三十匹 緜布則十五匹’이라고 하여 명확히 30필이라고 적고 있다. 즉, 세종
27년의 정전가에서 변동이 없으며, 정포와 면포의 비율이 1:2인 상황에도 부합하
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들에서 저러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참고한 자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실록》을 DB화하면서 실수
로 ‘三十匹’을 ‘二十匹’로 옮기고 이를 토대로 한 國譯本 역시 20필로 기재되었으
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실록》 원문과 국역본에도 마찬가지로 20
필이라고 오류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선행 연구들은 원문의 ‘三十’을 ‘二
十’으로 오독했거나 혹은 미처 《실록》 원본 확인을 하지 못하고 DB화된 결과물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싶다.
115) 이에 대해 이승준, 2000, 앞 논문에서는 《경국대전》 ④ 사고본을 참조하여, ④
본에 잘못 실린 정전가 ‘정포 20필’을 세종 31년의 이 오류 기사 ‘정포 20필’과
연결하여 세종 27년 정전 정포 30필이 세종 31년 정포 20필로 낮아지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실린다고 오판하였다. 즉, 이승준은 꼼꼼하게 정전가를 추적하려 하
였으나 2건의 사료 오류를 검증 없이 수용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오판은 이후 오시가와, 민순의가 받아 수정되지 않고 계속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국대전》 예전 도승조 분석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16)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조선왕조실록》 해당 면 원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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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현재 많이 통용되는 정포 혹은 면포로 정전을 납부하도록
편의상 규정을 바꾸어 준 것이다. 결국 세종 27년 오승포 100필을 정
포 30필로 바꾼 정전의 규정은 이후에도 액수의 登落 없이 유지되며,
30필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된다. 따라서 《경제육전》 단계에서 정
전가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조선초 양반 자제 도승 정전가
시기

태조 원년

《원육전》

세종 27년

세종 31년

布 종류

五升布

五升布

正布

正布, 綿布

100

100

30

30, 15

정전
(단위 : 匹)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태조 1년 이후 세종대까지 양
반 자제 도첩 발급 시 정전의 규정 액수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태조 1년의 조치는 서인과 천구의 정전이 규정되어 있어 조금 특
이해 보일 수는 있으나, 잘 살펴보면 이전과 이후 정책들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반 자제의 정전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역인의 출가를 억제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조 6년 반포되는
《경제육전》에는 서인과 천구의 정전 규정이 사라지고 양반 자제만 도
첩 발급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전가는 그대로 오승포 100필이 유지
되고 있다. 세종 27년과 31년에 각각 정포와 면포의 가격으로 변환되
나 규정된 정전 가격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
반 자제 오승포 100필’이라는 가격은 나중에 정포와 면포로 대체되었
을 뿐, 《경제육전》 체제 내내 유지되었던 것이다.
결국 《경제육전》 도승의 규정은, ‘도첩을 발급 받는 자는 신고하고
정전을 납부한 후에야 출가할 수 있으며 향리, 진역, 公私有役人은
금한다’는 공민왕 20년 이래의 기조가 조선으로 이어진 것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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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육전에 실렸던 도승 조문은 추출하여 ≪부록 1≫ 3-1 ~ 3-4로
수록한 바 있다. 정전가 양반 자제 오승포 100필로 규정된 도첩의 법
은 큰 변동 없이 《원육전》･《속육전》･《신속육전》･《신찬경제속육전》의
모든 단계 경제육전 도첩조의 공통 조문으로 수록되기에 이른다. 《실
록》을 시간 순으로 읽어 내려갈 경우 건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것
이나 일시적으로 시행된 내용, 혹은 조문의 일부만 인용된 것을 모두
규정이 변화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제육전》이라는
법전을 기준으로 도첩조의 조문을 추적한 결과 육전에 실린 조문 자
체는 4차례의 육전 간행 내내 거의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출가를 제한하는 法이라는 도승법의 본의에 맞게, 도승법
자체는 큰 문제없이 잘 짜인 조문이었고 까다롭게 규정되었으며 안정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위정자들은 항상 광
범위한 僧徒의 존재와 그 증가를 막지 못해 고민하였다. 도승법 위반
자 처벌 규정에서 보듯, 처벌 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연좌 범위는 갈
수록 확대되었다. 이는 곧, ‘잘 짜여진 도승법의 엄격한 규정’과 ‘현실
에서의 작용 정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음을 말한다. 조선사회의 僧
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육전》의 도승법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천명하고 처벌 수
위를 높이는 것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제도적 출세간의 범
위가 잘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1 조문에서 보듯 《경제육전》에
는 ‘양반 자제만 정전을 내고 도첩을 받은 후에 출가’하도록 되어 있
어, 도승법으로 출가 범위 자체를 매우 좁게 제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외에는 출가하지 못하도록 도
승제를 꾸려가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도승을 통제하더라도, 광범위한 출가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
는 상태에서 개개인의 출가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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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도승제 안에는 개인의 출가를 규제하는 장치가 고려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즉 도승법은 ‘도승’ 가능자의 범위를 규제할 뿐, 개개인의
‘출가’ 여부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이전 사헌부의 계문에 대해 지금 이어서 전교하기를,
“근래에 비록 度僧은 아니라 하더라도 군역을 괴롭게 여
겨서 몰래 숨어서 머리를 깎는 자가 많이 있다......”117)

위 기사에서는 ‘도승’은 아니나 군역을 피해 몰래 출가하는 자가 많
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도승’은 규제 가능해도 개개인의 출가는 규
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런 식의 무도첩승은 모두 추
쇄하여 환속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출가
한 그 많은 僧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도 불가하거나와, 무도첩승임을
안다 할지라도 이들을 역에 차역한다면 개인적으로 ‘승’이 된 것 자체
가 문제되지는 않았다.

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교서관의 幹事僧들이 앞서 공
이 있었다 하여 그 상으로 도첩 27장을 주었는데, 이제
또 1백 13장을 더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도승
의 법을 처음부터 가벼이 하면 비단 군액이 날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구들도 모람되게 도첩을 받을 것이
니, 국가에서 정전을 징수하고 승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법에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공이 있다고 한다면 마
땅히 錢貨로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118)
117) 《成宗實錄》 卷272, 成宗 23年 12月 7日 癸卯, “前此 司憲府啓 今承傳敎 近來
雖不度僧 而苦於軍役 潛隱剃髮者 多有之.”
118)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2일 辛酉 1번째 기사, “校書館幹事僧 前以有
功 旣賞給度牒二十七 今又加一百十三 臣等以爲 度僧之法始輕 則非特軍額日減
賤口亦將冒受度牒 其於國家徵丁錢禁爲僧之法何如? 若以爲有功 則宜賞錢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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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는 교서관의 간사승이 무도첩승임을 보여준다. 이들 교
서관의 간사승은 도첩이 없을지라도 교서관에서 일하며 鑄字하거나
刻字하는 등의 소임을 맡고 있으므로 군역이 면해진 상태였다.119) 그
런데 이들이 교서관에서의 일을 맡아 공이 있게 되자 포상으로 도첩
을 발급해 주기에 이르렀다. ‘양반 자제’의 요건에 미달되는 이들 교
서관 간사승에게 도첩을 주는 조치는 사헌부에서 바로 비판하였는데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들
간사승이 무도첩승임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민의 1/3이 승이라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미 과다하게 존재
하는 無度牒僧을 일일이 추쇄하는 방식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오히
려 도승의 규정을 엄하게 하고 ‘제도적 출세간’으로서 도첩승의 경계
를 선명히 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경우 국
가 입장에서는 도첩승만 출세간으로 판단하고 무도첩승은 제도적으로
세간으로 간주하면 되므로, 과다한 무도첩승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무도첩승을 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환속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도첩승 그대로 두면서 차역하는 것이
다.
사실 이와 같은 의도는 도승법을 통해 도첩을 줄 때 필연적으로 내
재된 아이디어이다. 승 가운데에 도첩승과 무도첩승을 가르는 까닭이
제도적 출세간과 제도적 세간을 가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도승제를 통해서 출가한 도첩승만이 제도적 출세간이 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도승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출가하여 도첩이 없으면 제도적으로 세간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첩의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기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무도첩
승을 이해할 수 없다.

119)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16일 壬寅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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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이와 같은 도승법의 의도를 십분 이해하고 있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종의 처분에는 도승법의 맥락이 잘 드러난다.

머) 예조에 전지하기를, “옛날부터 명령하는 바는 백성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인도하므로 백성 스스로 즐거이
따랐다. 지금의 士族들은 모두 佛道가 거짓임을 알고 출
가하는 사람이 드물다. 오직 어리석은 백성만이 습속에
젖어서, 혹은 身役을 면하기를 엿보아 僧이 된 자가 자
못 많다. 예전의 잘못을 깨닫고 환속하여 세속으로 돌아
가고자 하여도 군역을 꺼려서 머리털을 기를 수 없다.
지금부터는 비록 도첩이 있더라도 스스로 환속하기를 원
하는 자는 군역에 자원하는 자를 제외하고 억지로 정하
지 말라. 그 원래 도첩이 없거나 혹은 거짓으로 도첩을
써서 환속해야 할 사람이 만약 추핵을 기다리지 않고 스
스로 한속한 경우 또한 위 항의 예에 의거하여 군역을
면하게 하고, 소재관사로 하여금 군역을 면하는 문안을
발급토록 하여 환속의 길을 넓게 열도록 하라. 壬子년
11월 초4일 이후부터 도첩이 없이 僧이 된 자는 군역을
면제하는 한도에 있지 않게 하라.” 하였다.120) ※ ( )는
필자주

위 세종 14년(壬子년) 8월 4일 기사에서 보이는 세종의 처분은, 현
실에서 과다하게 존재하는 무도첩승에 대한 일종의 구제책으로 볼 수

120)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4일 庚寅 3번째 기사, “自古所令 因民所好而
導之 民自樂從. 今之士族, 皆知佛道誕妄, 鮮有剃髮者, 唯愚民狃於習俗, 或窺免身
役, 爲僧者頗多. 慮有悔悟前非, 欲還歸俗, 而憚於軍役, 不能長髮, 自今雖有度牒,
自願還俗者, 除自願軍役外, 毋得據定. 其本無度牒, 或冒用度牒, 例當還俗者, 若不
待推劾, 能自還俗者, 亦依上項例, 俾免軍役, 令所在官司, 仍給免軍文案, 廣開還俗
之路. 自壬子十一月初四日以後, 無度牒爲僧者, 不在免軍之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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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同年 11월 4일까지 기한을 준 후, 도첩이 있어 군역을 면제받
을 수 있음에도 환속하거나, 무도첩승이지만 자발적으로 환속한 자들
은 세속에서도 군역을 면제해 주겠고 하였다. 승이 과다한 현실에서
도첩승에게도 환속을 권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모두 추쇄하기 어려
운 무도첩승에게는 회유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11월 4일로 정한
기한을 넘기면, 도첩을 받지 않고 출가한 양인은 원칙대로 군역 차정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출가하여 개인적으로 ‘僧’이지만, 도첩
을 받지 않았으므로 제도적 출세간이 아니기 때문에 差役 대상인 것
이다.
이것이 과다한 수의 무도첩승이 존재하는 조선의 현실이다. 광범위
하게 실재하는 무도첩승을 모두 없애거나 모두 찾아내어 환속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대의 위정자들도 충
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121) 무도첩승 스스로 환속하도록 회유하
려던 것이다. 그러나 출가의 이유가 반드시 避役에만 있는 것이 아니
므로 무도첩승은 쉽게 단속되지 않았다. 결국 무도첩승에 대한 국가
의 대응은 위 기사에서 보듯, 무도첩승을 모두 환속시켜 처벌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의 실재를 인정한 위에서 군역에 差定하려는 것이었
다. 무도첩승은 규정상 출세간이 아니므로 이들을 差役하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 이 경우 무도첩승의 차역 책임은 官에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무도첩승이 줄지 않고 군액이 늘지 않는 책임
은 현장의 관리들에게 있었다.

버) 예조에서 아뢰기를, “僧徒가 도첩을 가지고 있는지 없
는지 조사하는 것은 이미 법령에 드러나 있는데도, 중앙
과 지방의 관리들이 이를 文具로 여기고 즐겨 거행하지
않습니다.”122)
121)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庚午 2번째 기사 ;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8월 28일 壬寅 1번째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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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僧人에 대한 도첩법은 各年의 受敎가 자세하고 빠짐이
없으나, 단지 받들어 행하는 관리가 즐겨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해이함이 날로 심하오니, 이제부터는 옛 법을
거듭 밝혀서 엄하게 考察토록 하소서.123)
어) 아내가 있는 僧人을 환속시키는 법이 이미 세워졌으나
수령이 잠시도 致意하지 않고 오랜 폐단을 그대로 좇으
니, 僧家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군적이 날
로 줄어들어 작은 탈이 아니다.124)
저) 근래에 비록 度僧은 아니라 하더라도 군역을 괴롭게
여겨서 몰래 숨어서 머리를 깎는 자가 많이 있다. 그 법
을 어기고 僧이 된 자를 원래의 소속으로 돌이켜 역에
차정하는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관리가 태만
하여 거행하지 아니하니, 거듭 밝혀서 거행할 節目을 상
의하여 아뢰라.125)

위 기사들은 법을 어긴 승은 차역하여야 함에도 현실에서 수령을
비롯한 관리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도첩승을 차역하지 않는 것은, 출가의 전통이 광범위한
현실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인정을 군적에 올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무도첩승이라 할지라도 ‘승’을 차역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던 것이다.
122)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9월 1일 丙辰 5번째 기사, “禮曹啓, 考覈僧徒度牒
有無 已有著令 中外官吏視爲文具 不肯擧行.”
123)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9일 庚戌 5번째 기사, “議政府啓: "僧人度
牒之法, 各年受敎, 詳悉無遺, 但奉行官吏不肯用心, 陵夷日甚, 自今申明舊章, 嚴加
考察.”
124) 《世祖實錄》 卷28, 世祖 8年 6月 10日 癸酉, “諭諸道觀察使 對妻僧人還俗之法
旣立 而守令暫不致意 因循久弊 非但染汚僧家 因此軍籍日減 非細故也.”
125) 《成宗實錄》 卷272, 成宗 23年 12月 7日 癸卯, “前此 司憲府啓 今承傳敎 近來
雖不度僧 而苦於軍役 潛隱剃髮者 多有之 其違法爲僧還屬當差之法 非不詳密 而
官吏慢不擧行 其申明擧行節目 商議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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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승과 도첩승이 外樣으로 구분되지 않고 무도첩승일지라도
관례적으로 역에 차정되지 않는 현실은, 엄격한 도승 규정과 모순을
이루었다. 이론적으로 도승제를 통해 도첩을 받은 도첩승만 제도적
출세간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도첩승도 官吏의 법 집행 의지에
따라 도첩승과 유사하게 제도적 출세간처럼 대우받을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까다로운 도승 규정과 무거운 정전,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현실의 광범위한 출가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법과 현
실이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시 도승법
이 갖는 근본적인 허점이었다.
開國 이후 새로운 분위기 하에서 법 규정을 통한 합리적인 통치체
제를 구축하려던 조정의 노력은, 적어도 출가와 도승의 영역에서는
법과 현실이 조응하지 못하였다. 15세기 현실은 출가하려는 자도 이
들을 규제해야 하는 자도 모두 기존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승은
출세간’이라는 원론적 의미가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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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僧政 통제와 僧의 신분적 함의
1) 僧錄司의 변천과 僧政의 통제

조선전기 僧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육전》을 살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1 조문에서 보는 것처럼 度僧 대상자에 대한
자격 규정이다. 도승은 관인 자제인 ‘兩班子弟’로 한정되었음을 앞에
서 자세히 살핀바 있다. 그런데 도승은 왜 ‘양반 자제’에게 한정되었
을까?
‘양반 자제’라는 도첩승의 자격 제한은, 조선초 사회에서 도첩승의
지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는 단순한 추정 외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당시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확인을 요
한다. 세속에서 蔭職 혹은 과거를 통해 出仕할 수 있을 관인의 자제
들은 왜 도첩을 받아 출가하려 하였는가.
이같은 의문에 대한 1차적인 단서는 《경제육전》의 吏典에서 제공된
다. 吏典 六曹 조직 구성에서 禮曹에 소속된 僧錄司가 눈에 띄는 것
이다. 승록사는 僧職을 지닌 僧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僧에 대한 사무
를 담당하던 곳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중앙의 한 衙門으로서 僧錄司
의 위상과 규모는 국가 체제 하에서 승정의 비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양반 자제들이 도승제를 통해 출가하여 획득한 지
위와 연결되는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시대 이래 승록사는 불교와 관계 깊은 중앙의 官府였다.126) 승
126) 허흥식, 1986 〈佛敎界의 組織과 行政制度〉 《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342-347쪽. 고려의 승록사는 그 기능 등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관
련 연구는 꽤 여러 편 제출되었음에도 그 소속과 기능에 논란이 있는 까닭은, 승
록사가 고려 불교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중앙 관부였으나 《고려사》 백관지
등의 기록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허흥식, 위 책,
342쪽에서는 《고려사》 자체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허흥식은 승록사 관련 기
록이 《고려사》 백관지 뿐 아니라 전시과나 녹봉에 대한 단편적 기록에서조차도
찾아지지 않는 까닭은, 조선전기 관인들에 의한 《고려사》 편집 과정에서 불교 관

157

록사는 ‘僧官’의 대표적인 예로 고려 태조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승록사의 기능과 관련하여는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대개 불
교계의 의식이나 행사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거나 僧의 名簿인 僧籍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본다.127) 그러나 애초에 승록사는 독립된 기능을
갖는다거나 독립된 僧政을 장악했다기보다, 불교계 운영에 대한 국가
정책 수행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해석된다.128) 그러다 원간섭
기 이래 그 권한이 크게 확장되고 고려후기 불교계의 승정은 승록사
에 의해 장악되었다.129)
련 내용이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
선시대에 고려 제도 등을 정리할 때 불교 관계 항목을 두지 않았음이 일찍부터
지적된 바 있다. 변태섭, 1982 〈≪고려사≫ 편찬에 있어서의 객관성의 문제〉 《고
려사의 연구》, 삼영사, 219쪽에서는 《고려사》 에 佛敎志가 없는 까닭으로 《고려
사》가 중국 丁巳체를 따랐고 그 중 특히 元史를 기준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27) 연구성과들에서는 대개 허흥식의 설이 통설로 받아들여 지는 듯 하다. 이 외의
주장으로 이재창, 1975 〈고려불교의 승과, 승록사 제도〉 《숭산박길진박사 화갑기
념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출판국, 438쪽에서는 고려시대 승록사를 “승려가 교단
의 제반사를 관리하고 일체의 불교에 관한 행사를 주관하였던 국가적 대행기관”이
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고려시대 불교 관련 사무를 모두 승록사가 국가를 대
신하여 장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편 장동익, 1981 〈惠諶의 大禪師
告身에 대한 檢討 - 高麗 僧政體系의 理解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4, 111
쪽에서는 위와 같은 정의에 대해 “국가가 僧政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僧政은 승
록사의 권한 밖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승정을 “승과, 승계, 주지 임명”(108쪽)이라
고 정의 한다. 이어서 장동익은 승록사의 기능을 ‘인사행정을 제외한 승적의 관리,
사원건설, 불교 의식...’만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들은 승정이 누구를 대
상으로 하는가와, 불교계의 운영이 자치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
이에 다름 아니다. 고려시대 승록사의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조선의
승록사 처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다.
128) 허흥식, 앞 책, 346-347쪽
129) 허흥식, 앞 책, 347쪽. 허흥식은 1313년 法住寺慈淨國尊普明塔碑의 비문을 통
해 이러한 사실을 도출하고, 승록사의 승정 장악은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사실
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다른 견해로 장동익, 1981 〈惠諶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 - 高麗 僧政體系의 理解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4, 113쪽의 경우 고
려의 승록사는 예조 산하의 기관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동익의 견해는
1216년 惠諶의 告身 문서를 토대로 하면서, 그 근거 기사를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 경우 고려말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13세기 초의 상황
이 조선초까지 지속되었다고 가정하여, 이 시기 내내 승록사가 예조의 속아문이었
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후기 승정의 문란은 허흥식을 비롯하여 兪塋淑,
1994 〈고려말의 사회변동과 불교계〉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불교시대사 ; 한기
문, 1996 〈고려시대 寺院住持 제도〉 《불교사연구》 창간호 등에서도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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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승정이란 僧科를 통한 僧의 선발, 僧階의 수여와 僧職의 제
수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행정을 말한다.130) 흔히 승정은 승
계를 승진시키는 과정과 住持를 임명하는 과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
다고 설명131)하는 것 역시 僧科를 전제한 것으로

앞의 설명과 동일

한 의미이다. 원간섭기 이후 승록사는 승정을 장악하였고 이러한 상
황은 조선의 개국 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조선이 승록사를 어떻
게 처분하려 하였는지 《경제육전》의 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부록 1≫ 조문 1-1은 《집록》에서 吏典의 六曹로 분류되어 실렸
다. 이 1-1 육조의 분직과 소속을 살피는 까닭은 《경제육전》 단계에
서 불교 관련 각종 행정을 맡아보는 기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는
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조선시대 僧錄司의 소속과 관련하여 처음 관련 정보가 등장하는 때
는 태종 5년이다. 다음을 보자.

가) 예조는 禮樂, 祀祭, 燕享, 貢擧, 卜祝 등의 일을 관장
한다. 그 소속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稽制司, 둘째는 典
享司, 셋째는 典客司이다......예조에 속한 것은 藝文館,
春秋館, 經筵, 書筵, 成均館, 通禮門, 奉常寺, 禮賓寺,
典醫監, 司譯院, 書雲觀, 校書館, 文書應奉司, 宗廟署,
司醞署, 濟生院, 惠民局, 雅樂署, 典樂署, 司臠所, 膳官
署, 道流房, 福興庫, 東西大悲院, 氷庫, 種藥色, 太淸觀,
昭格殿, 圖畫院, 架閣庫, 典廐署, 社稷壇, 慣習都監, 僧
는바, 장동익의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130) 이러한 정의는 허흥식을 비롯하여, 僧政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 허흥식, 1986, 앞 책 ; 이재창, 앞 논문
; 장동익, 앞 논문 ; 박윤진, 2015 〈고려시대 불교정책과 그 특성〉 《한국 호국불
교의 재조명》 4,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 류기정, 2001 〈조선전기 승정
의 정비와 운영〉,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1) 허흥식, 1986, 앞 책,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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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司, 各道學校醫學 등이다.132)

위 기사는 태종 5년 六曹의 사무를 분장하는 기사에서 예조 속아문
을 나열한 것이다. 이 조치는 《경제육전》에 실렸다는 명확한 기록은
찾아지지 않으나, 이후 여러 기사에서 위 내용의 일부가 《속육전》에
실렸다고 하는 기록이 보이므로133) 《집록》에서도 《속육전》의 吏典에
실렸을 것으로 보았다.
조선은 이때에 비로소 속아문 체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데134)
僧事 제반을 담당하던 기구 僧錄司는 세속 기구인 六曹 체제 하 禮
曹의 屬衙門으로 편성되었다. 僧職을 지닌 僧人들로 구성된 조직 승
록사가 예조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출세간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세간 행정 기구의 하위기구로 포섭되었으며 그 僧職
者들도 세속 관료체제 내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로써 승록사의 기능은 예조에 의해 제한과 간섭이 이루어지게 된
다.135)
그런데 조선에서 예조가 불교의 일을 관장한다고 한 것은 태종 5년
이 처음이 아니다. 다음 기사를 보자.

나) 예조는 제향, 빈객, 조회, 과거, 釋道, 진헌 등의 일을
관장한다.136)

위 기사는 태조가 즉위한 직후 열흘 만에 문무백관의 관제를 발표
132)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丙申 2번째 기사
133)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8월 7일 己亥 3번째 기사 ; 《세종실록》 68권, 세
종 17년 6월 9일 己酉 5번째 기사
134) 한충희, 1982 〈조선초기 육조연구 - 제도의 확립과 실제기능을 중심으로-〉 《대
구사학》 20-21, 192쪽 ; 남지대, 1996 〈朝鮮初期 官署･官職體系의 정비〉 《湖西
文化論叢》 9-10, 4쪽
135) 사문경, 2001 〈고려말 조선초 불교기관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43쪽
136)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丁未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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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육조의 역할을 정한 내용의 일부이다. 조선은 건국 직후에 이미
중앙정치제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137) 고려조 공양왕대 관제개혁
의 결과가 이날 태조의 발표에 집약되어 나타났다.138) 다만, 이때는
아직 屬衙門制가 시행되지 않아 6조 아래 寺･監이 예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39) 그런데 위 기사에서 예조는 ‘釋道’의 일을 관장한
다고 하였다. ‘석도’는 ‘釋敎와 道敎’, 즉 ‘불교와 도교’이다. 태조 즉
위 직후의 기사에서 예조가 불교의 일을 관장한다고 하는 것이다.
태조 1년의 예조와 태종 5년의 예조가 담당하는 불교의 일은 같은
것일까? 위 기사에서는 태조 1년 예조가 관장한다고 한 불교의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추정을 해 볼
수는 있다. 한 가지는 개국 직후부터 승록사가 예조 간섭 하에 있었
을 가능성이다. 다른 한 가지는, 승록사와 별개로 예조가 도첩 발급에
간섭하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하는 까닭은, 예조에서 관장하는 ‘불
교의 일’을 반드시 승록사의 일과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
히 도첩은 일종의 불교 관련 업무이기는 하나 불교 내부의 일과는 근
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도첩은 度僧하려는 세속의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도첩 발급의 주체는 언제나 국가이다. 이에
반해 승록사의 일은 이미 출가한 승과 寺社 등을 대상으로 하는 僧政
이다. 도승 도첩의 일과 승정은 애초에 대상 자체가 상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조와 승록사의 관계, 혹은 승록사의 지위를 따져보기 위
해 위 두 가지 추정을 검토해 보자. 먼저 개국 직후부터 승록사가 예
조 간섭 하에 있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태
137) 최승희, 1987 〈조선태조의 왕권과 정치운영〉 《震檀學報》 64
138) 강길수, 1978 〈예조의 조직〉 《행정논집》 8, 2-3쪽 ; 남지대, 2005 〈정치제도의
변동으로 살펴본 조선 건국의 의의〉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 건국》, 혜안, 61쪽.
특히 고려 이래 예조의 조직과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강길수, 앞 논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39) 남지대, 앞 논문, 62쪽. 이시기 육조와 諸司 사이의 상하관계는 명확하지 않았
으며 그 차등이 관직에서 正品, 從品의 구별로 나타나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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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 승록사에서 사찰이나 불교 행사 등의 일로 국왕에게 직접 계문
을 올리는 경우가 보인다.

다) 죽주 감무 朴敷가 안렴사에게 결정을 얻어 그 고을에
있는 野光寺를 무너뜨리고 관사를 수즙하였으므로, 승록
사에서 계문하였다. 임금이 죄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만두고, 베 5백 필을 징수하고 본래의 직책으로 다시 임
명하였다.140)
라) 승록사에서 상언하기를 “고려왕조의 법에는 해마다 봄
3월에 禪敎의 福田[僧]을 모아서 성중의 街路에서 경을
외게 하고, 이를 경행이라 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거행
하기를 허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41) ([ ]는 필자
주)

위 태조대의 두 기사는 각각 竹州 野光寺를 헐어 관사를 만든 관리
에 대한 처벌과, 城中에서 불교 행사인 經行 실시를 건의하는 것이
며, 모두 승록사가 왕에게 직접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이 승록사의 건
의가 다른 기구를 통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점은, 이 시기까지 승록사
가 독립성을 띄는 기구로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연구 성과에 의하면 승록사의 독립성은 고려말부터 나타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僧政의 권한은 원간섭기인 14세기 초 이래 승
록사에 의해 장악되었다. 고려말 승록사가 국왕의 처결을 직접 받아
시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확인되는 현상이다.142) 이는 고려말 지
140)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일 丙午 2번째 기사. “竹州監務朴敷取決按廉
使, 壞其縣野光寺, 修緝官舍. 僧錄司啓聞, 上欲加罪乃止, 徵布五百匹, 命還其任.”
141)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3월 12일 丁巳 1번째 기사. “僧錄司上言, 前朝之法
每歲春三月 集禪敎福田 諷經城中街路 謂之經行. 願許擧行. 從之.”
142) 이병희, 2008 〈고려말 조선초 백양사의 중창과 경제문제〉 《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 景仁文化社 (1997 〈고려말 조선초 백양사의 중창과 경제문제〉 《한국사연
구》 99-100을 보완 수록 함),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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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찰의 주지 임명과 관련한 사안을 왕명을 받아 승록사가 직접 처
리하고 있는 문서가 남아 있어 그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공민왕 6
년(1357) 〈白巖寺 僧錄司貼〉143)에는 백암사(현 전라도 장성군 白羊
寺) 주지 교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하여 승록사가 일을 처리하고 그
전후 사항을 전라도 按廉使에게 下貼한 과정이 잘 드러난다.144) 이
과정에서 승록사는 다른 관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宣旨를 받
아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吏曹나 禮曹 등의 세속 아문은 관여하지 않
는다.
그러나 조선 개국 후 태조 2년의 위 기사 이후로는 승록사가 직접
국왕에게 의견을 진달하는 사례가 보이지 않으며145) 태종 7년에 이르
면 사찰에 관한 일이라도 사건의 보고 과정이나 처결 과정에서 승록
사가 배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146) 따라서 앞서 추정한 두 가지 중,
개국 직후부터 승록사가 예조 간섭 하에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승록사와 별개로 예조가 도첩 발급에 간섭하고 있었을 가
능성을 살펴보자.

마) 무릇 승이 되는 자는 兩班子弟 오승포 1백 필, 庶人 1
백 50필, 賤口 2백 필을 소재 官司에서 헤아려 받아들이
면 비로소 도첩을 주어 출가를 허락하소서. 제 마음대로
출가하는 자는 통렬히 다스리소서.147)
바) 의정부와 사평부, 승추부가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143) 노명호 외, 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上) 교감역주 편,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414-418쪽
144) 위 책, 414쪽
145) 사문경, 앞 논문, 44쪽
146) 이병희, 앞 논문, 443-445쪽
147)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4일 壬寅 1번째 기사, “凡爲僧者 兩班子弟 五
升布一百匹 庶人百五十匹 賤口二百匹 所在官司以此計入 方許給牒出家. 擅自出家
者 痛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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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로는 양민으로서 만약 출가를 원하는 자가 있
으면 그 부모 일족이 각각 그 이유를 갖추어 京中은 한
성부와 유후사에 진고하고, 외방에서는 본관에 진고하게
하여 도관찰사에게 보고하고, 도관찰사는 의정부에 전보
하여 예조에 내려보내면, 本貫四祖를 고찰하게 하여 적
당한 자에 한하여 이름을 갖추어 판지를 받은 뒤에 승록
사로 이관하여 도첩을 주고 비로소 삭발하도록 하소서.
여전히 令을 위반하고 삭발한 자는 가까운 이웃[切隣]과
里正으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만약 고발하지 아니하
여 다른 사람이 고하게 되면, 戶主·里正과 그 師僧을 判
旨를 좇지 않은 율로써 논하고, 이를 깨우치고 살피지
못한 수령도 역시 율에 의하여 논죄하고, 범인의 재산은
몰수하여 절반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급으로 주소서. 경
외 各宗의 사사에는 주지란 이름을 없애고 종문의 도반
을 구애치 말고 계행이 있고 청정한 사람을 택해서 主法
으로 삼으소서. 그 주법이 될 자는 승록사에서 각 종문
의 중망을 갖추어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계문하
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승니의
일은 큰 일이기에 이를 3부에서 의논하라고 내려 보냈더
니, 3부의 의논은 승도들로 하여금 그 도에 더욱 정통하
게 하여 崇信케 하였다. 비록 승도들로 하여금 한 절에
모여 있게 한다 하더라도 기타의 사사에서 모두 전과 같
이 노비를 둔다면 어찌 전일과 다르겠는가? 다만 주지의
이름만 바꾼 것뿐이다.”148)
148)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庚午 2번째 기사, “下議政府擬議以聞. 政
府與司平承樞府同議: ......今後凡良民 如有自願削髮者 其父母一族 各具其由陳告
京中漢城府留後司 外方本官報都觀察使 傳報議政府 下禮曹考本貫四祖 其限當者
具名受判 移關僧錄司 給度牒 方許削髮 如前違令削髮者 令切隣及里正現告. 若不
現告 而他人告 則戶主里正及其師僧 以判旨不從論 其失覺察守令 亦照律論罪 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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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마)는 태조 즉위 초 裵克廉, 조준의 上言이다. 이 기사로 봐서
는 출가하려는 자가 자신이 사는 곳의 ‘官司’에 정전을 납부하도록 되
어 있어, 이 부분을 예조가 관장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닐까 추정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관사가 승록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
겠다.
기사 바)에서는 좀 더 상세한 추정을 덧붙일 수 있다. 바)는 태종 2
년 의정부 등의 건의이다. 이 건의에서 도첩을 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당시 태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현실에서 시행된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149) 그럼에도 기사의 내용에서 당시 행정 보
고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 인용하였다. 경중은 한성부･유후사에, 외
방은 본관에 진고하고 이를 ‘도관찰사 → 의정부 → 예조 → 왕’의 보
고 과정을 거쳐 왕이 허락하면 그 서류를 승록사로 이관하여 도첩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 즉, 양민이 도첩을 받고 싶다고 한성부･
유후사 혹은 본관에 보고하면, 보고 절차에 따라 예조가 전달받고, 예
조에서 해당인의 자격을 검토한 후 왕에게 물어 허락이 떨어지고 나
면 그 결과를 승록사에 보내고, 승록사는 그 결과를 이관 받아 도첩
을 발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도첩을 신청한 사람은 도첩이 발급된 후
에 삭발하고 출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내용에서 도첩이 발급되기
까지 보고 체계는 승록사는 배제된 채 세속 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
지며, 승록사는 최종 승인이 떨어진 서류를 이관 받아 도첩을 당사자
에게 발급해 주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건의는 도첩 발급
沒犯人家産 爲半賞給告者. 京外各宗寺社 除住持之名 不拘宗門道伴 擇戒行淸淨者
爲主法 其爲主法者 僧錄司備各宗衆望 報政府啓聞施行. 上曰: 僧尼之事 大事也.
下其議於三府 三府之議 是使僧徒益精於其道而崇信之也. 雖令僧徒會於一寺 其他
寺社 皆仍舊有奴婢 則何異於前日乎? 但改住持之名而已.”
149) 이 기사는 의정부 등의 건의인데 인용된 기사 내용과 같이 태종에게 윤허 받지
못하였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이 과정을 이 시기 도첩 발급의 과정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기사의 내용상 수령을 처벌하거나 령을 어기고 출가한 자의 재산을 몰수
한다거나 住持를 主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현실에서 실현된 것들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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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예조가 전담케 하자고 하는 것인데, 예조와 승록사를 별개의
기관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도첩은 출가하려는 俗人을 대상으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예조가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바)기사 뒷 부분에서 주지를 주법으로 바꾸되, 그 대상자를 승
록사가 추천하여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가 왕의 계문을 받도록 하
자고 하였다. 즉, ‘승록사 → 의정부 → 왕’의 보고 절차이며, 보고 절
차 안에 예조가 보이지 않는다. 주지를 임명하는 일은 출세간의 승을
대상으로 한 업무이므로 예조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곧, 승록
사와 예조는 예속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개국초 승록사와 예조는 독립적으
로 운영된 기관이며 승록사가 출세간 승에 대한 승정을 담당하는 반
면, 예조는 세속기구로서 도첩 발급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
다. 즉 태조 1년 예조의 釋道 관장 기능 중 불교 관련 일은 승록사를
예조의 간섭 하에 둔 것이 아니라, 예조가 도첩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는 이 시기 승록사가 이후에 비해
아직 독립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조와 승록사에서 각기 담당하던 사무의 성격을 보면 상이
한 대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어 구분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예조에서 담당하던 도승의 업무가 도첩을 받고 출가하려는 세속
의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면, 승록사에서 담당하던 일은 이미 출가한
출세간 승에 대한 사무였다. 이 둘의 업무는 담당 대상이 다르며, 따
라서 그 관장 기구도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도첩의
발급은 불교 내부의 일만이 아니라, 지극히 통치 체제와 관련된 사안
이었으므로 세속 기구가 담당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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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기한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태조 1년 예조가 관장
하던 불교관련 일이란 도첩 발급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록사는 예조와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태조 1년 예조
와 승록사가 각각 존재하며 예조는 도첩 발급의 일을 담당하고 승록
사는 승정을 담당하던 것을, 태종 5년 승록사가 예조의 속아문화하면
서 불교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승록사의 기능이 예조 산하로 통합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태조 1년과 태종 5년 예조가 관장하는 불교 관련 업무의
차이를 《실록》에서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6>은 태조 1년과 태종 5년에 발표한 육조의 기능에 대한 기사
를 비교하여 배열한 것이다.150) 태조 1년 7월 문무백관의 관제와 육
조의 역할을 정한 내용은, 육전 내에 실렸다면 시기상 맨처음 조준의
《경제육전》 단계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이는 태종 5년에 더욱 상세히
정비되어 《속육전》에 실린다.151) 그런데 태조 1년의 예조 주관 업무
에는 ‘釋道’가 들어있으나 태종 5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태종 5년 예
조의 속아문에 승록사가 들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예조가 불교 관련
사무를 아울러 관장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태종 5년 천명된 예
조의 기능 중 어느 것이 ‘釋道’를 대체한 용어일까?

150) 이 때는 육조의 순서가 吏兵戶刑禮工의 순이었다.
151) 남지대, 앞 논문, 66-78쪽에서 태종대의 정치제도 변화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태종대의 이 변화는, 왕 중심으로 병권을 제도화 하고 육조를 정 2품 아문으로 승
격시켜 그 안에 속사를 갖추고 각사를 속아문으로 소속되게 하여 ‘의정부-육조-각
사’의 틀을 잡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평의사사를 해체하여 비로소 고려의 유제
를 벗고 조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후기 이래의 정치제도
개혁이 태종대에 와서야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이 분화되고 행정
체계의 일원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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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태조 1년과 태종 5년의 6조 기능
태조 1년 7월
吏曹
兵曹

태종 5년 3월

流品을 銓選하고 殿最를

文選, 勳封, 考課의 政事
考課
武官의 선발과 兵籍, 郵 武選, 府衛, 調遣, 職方,
驛

兵甲, 出征, 告捷, 講武
戶口, 田土, 錢穀, 食貨 등

戶曹

土地, 戶口, 財用

刑曹

水火, 奸盜, 鬪殺, 詞訟

禮曹
工曹

의 政事와 貢賦差等
律令, 刑法, 徒隷, 案覈,
讞禁, 審覆, 敍雪

祭享, 賓客, 朝會, 科擧, 禮樂, 祀祭, 燕享, 貢擧,
釋道, 進獻

卜祝
山澤, 工匠, 土木, 營繕,

工匠, 造作

屯田, 鹽場, 陶冶

이 시기 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승의 기능은 임금과 나라를
위해 복을 빌고 축원하는 것이었다. 나라에서 절마다 비용까지 내려
주면서 의무지운 국가에 대한 기도는, 승도의 중요한 직분인 것이다.

사) 道澄, 雪然의 師弟 같은 자들은 경을 외고 복을 비는
것[誦經祝釐]도 하려 하지 않으니, 석가[本師]의 청정한
가르침을 어긴 것이며 또 국가의 복을 구한다는 뜻도 어
긴 것입니다.152)
아) 성상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은[爲上祝釐] 승도의 직분
일 뿐인데,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153)

152)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11월 21일 계축 2번째 기사, “至有如道澄、雪然
之師弟者, 誦經祝釐, 亦不肯行, 旣違本師淸淨之敎, 又違國家求福之意.”
153)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7월 5일 辛丑 2번째 기사, “爲上祝釐, 僧徒職耳, 何
功之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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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들은 승에게 요구되는 일이 경을 읽고 기도하여 복을 비는
것, 즉 ‘祝釐’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종 5년 예조의 관
장 업무 중 ‘卜祝’을 주목할 수 있다. 卜이 점을 치는 일이라면 祝은
복을 비는 것이다. 이 때 복을 비는 대표적인 자들은 바로 불교의 승
도였다.
따라서 태조 1년 예조의 ‘釋道’ 관장 기능은 태종 5년 예조의 ‘卜
祝’에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태종 5년의 예조는 승록사
를 속아문화하고 승의 축리하는 일까지 관장하면서, 불교계 전반의
업무를 그 관리 하에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승록사가 예조의 속
아문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에 비판받던 승록사의 독단적인 승정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승록사의 업무가 예조에 의해 관할되고 왕에
게 직접 올라가던 승록사의 건의도 예조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태종 5년 승록사의 예조 속아문화는 명실상부
하게 불교계 모든 업무를 세속의 일원적 통치체제 간섭 아래로 들여
온 것이다.154)
지금까지 검토한 조선초 예조의 불교 관련 기능은 명나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선명하게 확인 가능하다. 사실 승정 기구를 세속
체제인 예조의 속아문으로 삼는 것과 같은 처분은 당시 조선이 모범
으로 삼고자 한 명나라에서 먼저 시행한 바 있다.155) 명 태조는 건국
154) 사문경, 1999 〈15세기 초반 승록사의 개편과 혁파〉 《호서사학》 26, 7쪽에서는
태종이 승록사를 예조로 편입한 것은 국가적으로 불교를 공인하면서 그것을 제도
권 안으로 흡수하려 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렇게 예조의 속아문으
로 편제되면서 각 종파의 승려들 가운데 대선을 뽑아올리는 僧選에 관여하게 되
었다고 보았다.
155) 이하 명 태조의 불교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연구들을 참조하여 서술함. 間野 潜
竜, 1957 〈中国明代の僧官について〉 《大谷学報》 Vol. 36 No. 3 ; 谢重光, 白文
固, 1990 《中国僧官制度史》, 青海人民出版社, 231-255쪽 ; 釋見曄, 1994 〈明太
祖的佛教政策及其因由之探討〉 《東方宗教討論會論集》 新４期 ; 陳玉女, 2011 《明
代的佛敎與社會》, 北京大學出版社, 1-27쪽 ; 林律光, 2012 〈論明太祖管理佛敎之
思想及政策〉 《佛敎與管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李曰强, 2012 〈明代礼部教化
功能研究〉, 南开大学 박사학위 논문 ; 何孝荣, 2013 《明代南京寺院研究》, 故宮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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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1368) 세속 정부기구를 구성하면서 불교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
도 정비하였다. 명 역시 僧籍의 혼란과 과다한 사원 수가 문제가 되
었는데, 처음에는 善世院을 두어 名刹의 住持를 임명하고 전국 승인
을 통령･관리하며 도첩을 발급하는 등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선세원은 元나라 선세원 조직을 계승한 것으로 중앙 행정기구의 간섭
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156) 그런 한계 때문에 홍무 4년(1371) 선세원
을 개혁하고,157) 홍무 5년(1372) 명나라는 六部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면서 예부 아래에 4개의 司를 두고 그 중
祠部가 僧道의 도첩을 관장하였다.158) 이 때 선세원의 불교 관련 업
무 중 도첩 발급 업무가 禮部의 祠部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체제는 홍무 14년 선세원을 아예 철폐하면서159) 다시 개
정되는데, 명태조는 禮部에게 불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 때 마련된 체제는 세속의 중앙 정치기구가 도첩
뿐 아니라 승정 전반까지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예부
가 내놓은 방안은 수도에 僧錄司를 두어 전체 불교 행정을 통괄하도
록 하고, 지방의 府･州･縣에는 각각 僧網司, 僧正司, 僧會司를 설치
하여 일을 분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불교 제반의 행정을 맡아
보는 승록사는 예부의 속아문이 되었다. 승록사에는 僧을 뽑아 善世,
闡敎, 講經, 覺義를 각각 2員 씩 두고 그들에게 正6品 ~ 從8品의 품
계와 녹봉을 주어 세속 관료 체제에 준하여 대우하였으며, 이 체제는
版社, 7-100쪽
156) 陳玉女, 위 책, 14쪽
157) 陳玉女, 위 책, 20쪽. 명초의 선세원 철폐 시기에 대해 어떤 연구는 홍무 4년,
어떤 연구는 홍무 14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사료마다 기록이 다르기 때문이다.
陳玉女의 경우 당시 선세원이 있던 天界寺의 승직 임명 등을 살펴 홍무 4년에는
선세원의 모종의 개혁이 있었고, 완전히 철폐된 것이 홍무 14년이라고 정리하였
다. 《명실록》의 기록과 여러 연구의 결론으로 보아, 홍무 15년에 승록사와 도록사
가 예부의 속아문으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158) 太祖高皇帝實錄 卷七十四 洪武五年 六月 十八日 1번째 기사
159) 谢重光, 白文固, 앞 책, 239쪽에서는, 선세원 철폐 이후 다시는 ‘전문적 승관기
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후 僧事는 모두 세속의 관부인 예부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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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 15년 시행된 이래 명 말까지 유지되었다. 예조 승록사에 소속된
이들 僧官의 임무는 전국

승도와 절의 수를 조사하여 명부를 갖추

고, 주지를 천거하며 도첩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승도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홍무15년 체제의 출범으로 僧에게 職과 담당하는 일과 녹봉을
주어 관료체제 하에 승정을 완전히 소속시켰다고 이해된다.160) 이러
한 처분은 명태조의 중앙집권적 통치제체 구축 아래에서 도첩뿐 아니
라 승니와 관련한 행정 역시 중앙집권적 통제를 확립한 것으로 본
다.161)
이와 같은 명나라의 조치로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선 역시 이 체제를
참고하여 개국 직후부터 불교 관련 업무를 예조 산하에 두는 구도를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구상은 태종 5년
기사에서 승록사를 분명하게 예조 속아문으로 규정하면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예조의 관장 업무 정의와 관련하여 태종 5년(1405)의 ‘禮
曹는 禮樂, 祀祭, 燕享, 貢擧, 卜祝 등의 일을 관장한다’는 내용은 태
조 1년의 내용을 계승한다기보다 명과의 친연성이 더 커 보인다. 명
에서 홍무 5년(1372) 6부의 업무를 천명했을 때 ‘禮部는 天下의 禮
儀, 祠祭, 燕享, 貢舉의 사무를 관장한다.’162)라고 하였다. 조선은 태
조대에는 禮라는 용어가 아예 들어가지 않고 科擧, 祭享 등으로 표현
되었던 데에 비해, 태종대 예악, 사제, 연향, 공거 등으로 바뀌어 나
타나, 명의 제도를 참고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조선이 卜祝
을 추가한 것은 이미 불교와 도교의 제반 업무가 모두 예조 산하에
포섭된 명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추청해 볼 수 있
다.
그렇다고 조선의 불교 업무 및 승니 관련 처분이 명나라를 따라갔
160) 間野 潜竜, 앞 논문, 4-5장
161) 釋見曄, 앞 논문, 81-83쪽
162) 太祖高皇帝實錄 卷七十四 洪武五年 六月 十八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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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후의 행보는 분명 명과 다른 조선
적 상황 하에 이루어지는 조치들이기 때문이다.163) 다만 초기 승록사
를 어떤 식으로 체제 안에 수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명나라의 제도
를 참조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것이다.

자) 공조판서 양성지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
다.“......僧司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중국의 官制에 천하의 州郡에는 모두 (불교의) 僧綱司와
(도교의) 道紀司가 있거나 혹은 (불교의) 僧會司와 (도교
의) 道會司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양종 판사가 바로 거
기에서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는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금후로 양종에서는 그대로 판사 1員을 두고,
4품 이하의 6품계에 또한 각각 2원을 두되......”164) ※ (
)는 필자 주

위 기사는 예종 때 공조판서 양성지가 올린 국정 전반에 관한 건의
사항 중 일부이다. 양성지는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도 행정 단
위별로 僧司를 두자고 건의하였는데, 여러 건의사항 중 임금이 행할
만한 것은 표시하여 아뢰라고 하였으나 정황상 승사 설치에 대한 건
이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건의에 그친 언급이기는 하
나 양성지의 상서는 불교 각 宗의 행수로 ‘양종 판사’를 두는 것을 어
디서 착안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위 기사에서 양성지는 세종대 양
종 판사직이 명의 제도를 참고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즉 조선은
이미 명의 불교 관련 체제와 기구를 알고 있었으며 추후 이를 참조하
여 후술하게 될 양종 체제를 발족시킨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조정
163)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양종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다음 장 경국대전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164)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9일 辛巳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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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명의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참조하였는데 불교 관련 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165) 물론 조선의 정책이 명과 완전히 동일하
게 가지는 않는다. 규모나 실태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으므로 조선
은 조선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취사선택하여 추진해 나가게 된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둘 점은, 승록사가 예조의 속아문이 되면서 승
록사에 소속되어 있던 승직자들이 세간의 관료체제에 포섭되었을 가
능성이다. 승록사가 六曹 산하 기구로 들어갔으니 승록사에서 일을
담당하는 僧人 역시 관료체제 내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추정은
자연스럽다. 실제로 명나라의 경우 승록사를 예조 산하기구로 두면서
그 소속 승의 관품과 녹까지 모두 책정해 두었다.
조선의 경우 승직자에게 세속의 관품을 주지 않고, 세속 관품에 준
하는 僧職을 주었다. 《경제육전》 1-2의 환속자를 서용하는 규정에서
‘僧職을 准計하여 敍用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승직을 세속 관품 체
제의 어느 정도에 준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육전》만으로는 승직이나 승계가 세속의 관품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기 어려우며 조선초의 승직체계가 관직체계와 함께 정
비되는 움직임도 찾기 힘들다. 또한 현재 추출한 《경제육전》의 어떤
조문에서도 승직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때
문에 《경제육전》만을 가지고 승직을 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승직과 세속 관품의 상관성을 따져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사는 성종
대에 등장한다. 따라서 ‘승직’은 《경국대전》의 규정까지 살핀 후 ‘僧
階’와 더불어 그 의미를 살피고 《실록》과 법전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165) 흔히 명나라가 쇄국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조선초 불교 관련 정책이나 체제 등
을 그 이전인 元나라와만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려말 이래 律이나 정
치체제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이미 명나라를 참조하고 있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
이다. 불교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명나라를 참조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바, 고려적 맥락에서 원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인 부분과 더불어 여말선초 명나라의
제도를 참조한 부분도 십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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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 상세한 서술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태종은 六曹를 2품아문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관제개혁을 시
도하여 王-議政府-六曹-各司의 체계를 잡았는데,166) 이 과정에서 승
록사를 예조에 소속시켰다. 이를 통해 출세간 내부의 승정까지 모두
세속의 통치기구 기능 내에 흡수하여 승록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승정
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시기 예조는 승록사를 속아문으
로 거느리며, 원래 담당하던 도승의 업무와 더불어 僧政의 업무까지
포괄하는 기구가 되었다.
조선초 이러한 육조 조직 개편을 통해 승정원을 예조의 속아문화
한 것은 궁극적으로 불교계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였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승록사가 단독으로 승직의 선발과 제수, 주지의
임명까지 장악하던 고려말 개국초까지의 상황은 이제 사뭇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조정에서는 곧, 불교 조직에 대한 더 큰 개혁
을 시도하게 된다. 이른바 태종 7년(1407)년의 불교 종파 병합이다.
태종은 11宗(혹은 12종)167)의 불교 종단을 7宗으로 병합하였다.

166) 이 과정과 관련하여 남지대, 1996 〈朝鮮初期 官署･官職體系의 정비〉 《호서문화
논총》 9-10에 잘 정리되어 있다.
167)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7일 丁巳 1번째 기사의 ‘曹溪宗摠持宗 合留
七十寺 天台疏字法事宗 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宗 合留四十三寺 慈恩宗留三十六
寺 中道神印宗 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 各留十寺’에 대한 종파 수의 해석은 분분
하다. 이에 대해 일찍이 이능화, 1918 《朝鮮佛敎通史》, 신문관에서 조계･총지･천
태소자･천태법사･화엄･도문･자은･중도･신인･남산･시흥종의 11종으로 보았다. 이후
김영수, 1937 〈오교양종에 대하야〉 《震檀學報》 8에서는 이 기사 자체는 이능화와
같이 11종으로 보나 여기에 현실적으로 小乘宗 하나가 더 있었을 것이라 하여 당
대 12종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반면 김갑주, 한우근 등은 ‘천태소자법
사종’ 부분을 ‘천태･소자･법사’의 셋으로 나누어 보아 12종으로 본 듯 하다. 한편
이봉춘, 앞 책, 156쪽, 각주 237에서는 ‘천태소자･법사’로 보고 11종이라 확신한
바 있다. 논란이 되는 바는, ‘천태소자법사종’ 부분을 ‘천태종과 소자종, 법사종’의
3종으로 볼 것인가, ‘천태소자종과 천태법사종’ 혹은 ‘천태소자종과 법사종’의 2종
으로 볼 것인가의 견해가 양립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이봉춘은 成俔이 《慵齋叢
話》 권8에서 12종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후 학자들이 이를 보고 따르는 듯 하나
그 기록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1종인
지 12종인지와 관련하여 확실한 학계의 합의는 이루어 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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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 불교 ‘종단 혹은 종파’의 ‘병합 혹은 통폐합’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정책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제출되어 있다.168)
이 시기 불교계를 제한, 통제하려는 정책의 원인으로는 불교계의 경
제력이 지적되어 왔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목하듯 조선초 불교계의
경제력이란 규모면에서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내려가
는 비용도 막대하였다.169) 따라서 조선초 국가는 불교계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거대한 불교계의 경제력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寺社田
과 寺社奴婢를 속공한 것으로 파악한다. 관련 학계에서는 불교계의
막대한 경제력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조선전기 불교정책의 필연
적 결과로 이해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이 조치들이 崇儒抑佛의 사상
적 이유에서보다 경제력이라는 현실적 이유에서 취해질 수밖에 없었
으며, 폐불책이 아닌 억불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해석하
는 경향이 있으며,170) 그 설명은 꽤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조선초 불교정책의 큰 흐름 위에서 종파 병합과 감축의 의
미를 평가할 때, 불교계의 경제력 축소 외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독단적 승정을 막기 위해 승록사를 예조의 속아문으로 만
든 바와 같이 이 시기 조정에서는 불교계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음은 이미 살핀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태종에서 세종에
걸쳐 11종에서 7종 · 양종으로까지 병합되는 종파는, 궁극적으로 불교
내부 관리 기구를 축소, 단순화하여 국가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
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168) 대표적인 연구로 韓㳓劤, 1964 〈世宗朝에 있어서의 對佛敎施策〉 《震檀學報》
25-27(한우근, 앞 책, 제2편 세종조 선교양종에로의 재정비 재수록) ; 김갑주,
1982 〈조선초기 사원전 개관〉 《조선시대 사원경제 연구》, 동화출판공사(김갑주,
207 《조선시대 사워경제사 연구》 제 1부 제1장 조선전기 사원경제의 동향에 증보
게재) ; 이봉춘, 1991 〈조선초기 배불사 연구: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
논문(이봉춘, 앞 책, 제 1부. 불유교대의 배경과 초기불교정책 재수록) ; 이재창,
1991 《한국불교 사원경제 연구》, 불교시대사 ; 이병희, 1993 〈朝鮮初期 寺社田의
整理와 運營〉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7등이 있다.
169) 한우근, 이재창, 이병희
170) 김용태, 앞 논문 ; 손성필, 앞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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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選試171)는 각 종단별로 치러져 僧職者를 뽑고 있었으며, 종단
내부 승정의 핵심적인 역할은 각 종에 속한 승직자들이 맡고 있었다.
특히 한 사찰의 일을 모두 주관하는 住持는 해당 사찰의 재정과 관련
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때문에 그 통제의 일환으로 태종
5년 승록사를 예조의 속아문으로 편제하여 권력을 제한하고 태종 6
년, 7종 242사 체제로 종단 및 지정 寺社 감축이 있었으며, 태종 16
년에는 사찰 주지의 署經權을 吏曹로 이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
련의 조치들은 각종 국가 비용과 엮인 불교 행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
하도록 승정을 세속 체제 하에 병합시키고172) 비용이 들어가는 불교
계의 총 규모를 감축하려는 의도였다. 아울러 불교 내부 기구 자체를
축소, 병합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 장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명
나라의 정책에서도 확인하듯, 불교의 저변이 넓은 사회에서 불교계를
통제하고 그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물론 한편에서는 통치체제 내 승록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격
한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대체로 유교 사상에 즉하여 현실성이 희
박한 이상적이고 무리한 의론이 많았는데, 불교는 異端이니 승을 모
두 誅殺하자거나 전국 사찰을 모두 철폐하자는 식의 주장과 결을 같
이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원론적인 주장
들이었으므로 대체로 그 뜻은 가상하나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
이 내려지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어 이때까지 진행해 온 정책의 방향을
171) 불교 各宗의 승직자를 뽑는 시험인 選試는 과거가 있는 해에 똑같이 치루어 졌
으며, 오늘날 흔히 僧科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관련하여, 뒤 선시 관련 서술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72) 대표적인 것이 주지직 서경권의 吏曹 이관이다. 사찰 주지직의 임명 문제는 유
력한 사찰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으로 이어져, 불교계의 경제력과 관련하여 고려시
대 이래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 중 하나였다. 때문에 주지직 서경은 승
록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고려말 공민왕이 주지 임명의
권한을 승 보우 개인에게 일임하였을 때 불교계에 일어난 일대 혼란도, 주지직 임
명이 갖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다. 관련하여 한기문, 1996 〈고려시대
사원 주지제도〉 《불교사연구》1 ; 이병희, 위 논문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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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버린 사건이 벌어진다. 승록사를 혁파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변
화는 불교계 내부, 승직자들의 違令과 비용 유용 사건에서 발단이 되
었다. 다음 사건을 살펴보자.

차) 사헌부에서 계하였다. “都僧統 惠眞과 흥천사 주지 宗
眼과 大師 中演, 信英, 海英, 乃云, 仁近, 坦宣, 省云과
大德 仁濟, 性海, 信峯과 大選 性峯, 惠生과 無職僧 尙
絅 등이 禁酒하는 이 때에 술과 유밀과를 써서 령을 범
한 죄, 종안이 흥천사 焚修僧의 액수를 감한 죄는 違令
에 의거하여 각기 태 50대입니다. 僧 상경, 상신 등이
종안과 함께 師僧인 혜진을 고소한 죄는 명분에 관계된
것이므로 각기 장 1백 대에 처해야 합니다. 종안은 분수
승의 급료를 가져다 자기와 아는 각 처에 준 죄를 범했
으니, 不應爲律에 의거하여 일이 중하므로 장 80대에 처
해야 합니다. 모두 율에 의거하여 두 가지 죄를 모두 범
한 자는 무거운 것으로 벌하고, 죄가 각기 등급이 다른
것은 무거운 한 가지 죄과로 처단하고, 그들을 모두 환
속시켜 原籍에서 역에 뽑히도록 명령을 내리소서.” 하니,
명하기를, “계한대로 시행하되, 종안과 상경 등은 3등을
감하고, 혜진과 탄선은 환속시키지 말며, 원신은 공신의
아들이니 논죄하지 말라.” 하였다.173)

위 기사는 세종 6년 2월 14일의 일로, 거론된 승인들은 도승통, 흥
173)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14일 庚申 6번째 기사, “司憲府啓: "都僧統惠
眞、興天寺住持宗眼、大師中演ㆍ信英ㆍ海英ㆍ乃云ㆍ仁近ㆍ坦宣ㆍ省云、大德仁濟
ㆍ性海ㆍ信峯、大選性峯ㆍ惠生、無職僧尙絅等, 禁酒時用酒、用油蜜果犯令罪, 宗
眼減興天寺焚修僧額數罪, 依違令各笞五十. 僧尙絅ㆍ尙信等與宗眼告訴師僧惠眞罪,
依干名犯分, 各杖一百. 宗眼將焚修僧料與所知各處罪, 依不應爲事理 重杖八十, 竝
依律二罪俱發者, 以重論, 各等者從一科斷, 皆令還俗元籍當差." 命依啓施行, 宗
眼、尙絅等減三等, (惠志)〔惠眞〕 、坦宣除還俗, 圓信則功臣之子, 除擧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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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주지, 大師, 大德, 大選 등으로 모두 선시를 통과하여 승직을 받
은 유수의 승도였다. 기사에서는 고위 승직을 가진 승인들이 줄줄이
엮여있는 사건 두 가지가 함께 거론되었다. 하나는 금주령 위반의 건
이다. 전년인 癸卯년(세종 5, 1423)은 과거시험이 있는 해로 승의 選
試가 함께 이루어졌는데174) 시험을 관리하던 승인들이 유밀과를 쓰고
금령을 어기고 술까지 마신 사건이 일어났다.175) 이들은 태 50대를
받고 환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는데 혜진과 탄선은 환속을 면제받았다.
다른 하나는 사사에 내려진 비용 유용의 건이었다. 종안과 관련된
이 일은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종안은 흥천사의 주지였는데,
흥천사는 태조가 신덕왕후 강씨를 위해 친히 도성 내에 조영하고 조
계의 본산으로 삼은 禪의 중심사찰이었다. 흥천사는 창건 당시부터
그 규모와 위세에 대해 논란이 있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였는데176) 태
종 5년 신덕왕후의 능이 이장된 후에도 도성 내 황화방에 그대로 자
리하고 있었다.
흥천사에는 절에 주석하면서 분향하고 수행하는 분수승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종안이 임의로 분수승을 액
수보다 적게 두고, 원래의 정액대로 나온 분수승의 料를 가져다 마음
대로 유용한 것이다. 종안은 해당 비용을 踏靑 놀이와 重陽 놀이에
써버렸다.177) 그런데 이 일에 대해 문초를 받게 되자 책임을 피하려
고 연루된 승인끼리 죄를 뒤집어씌우고 고자질하는데다 스승인 혜진
까지 끌어다 헐뜯고 고소하는데 이르렀다.178) 이에 사헌부는 종안이
분수승의 정액을 마음대로 감한 죄를 違令에 의거하여 태 50대, 스승
을 헐뜯고 고소한 죄를 명분에 관계된 것으로 장 1백 대, 분수승의

174)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75)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6년 3월 27일 癸卯 7번째 기사
176)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2월
177)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178) 위와 같음

16일 정유 6번째 기사
7일 계축 2번째 기사 ; 《세종실록》 23권, 세종
19일 壬寅
7일 계축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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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가져다 마음대로 유용한 죄를 不應爲律 중 중죄인 장 80대, 이
렇게 3가지 벌에 처하고 환속시키도록 건의하였다. 이 중 위령이란
禁制는 있는데 율에 죄명이 없는 것으로 《大明律》에서 태 50을 규정
하였으며,179) 불응위율이란 법에서 죄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 다스리는 율로 가벼운 죄는 태 40
이나 무거운 죄는 장 80에 처하였다.180) 즉 위령조나 불응위조는 율
문에 구체적 구성 요건이 없는 사안이라도 가벌성이 인정된다면 이들
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대명률》의 규정이었다.181) 위와 같
은 사헌부의 건의에 대해, 세종은 다른 승도는 그대로 하되, 종안과
상경의 경우 3등을 감하는 정도로 매듭짓고 있다.
도승통, 흥천사 주지, 대사와 선사에 이르는 승직자들이 모두 세속
의 령을 위반한 사안으로 처벌받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선처 받은 무리들은 더욱 눈에 띈다. 원신의 경우 공신의
아들이 출가한 경우여서 죄주지 않고 있다. 처벌이 감해진 종안과 혜
진은 당시 조계종과 화엄종의 가장 고위 승직자들이었다.
기실, 세종 5년 選試 중에 술과 유밀과를 써서 금령을 어긴 것은
이 사건이 초래한 결과의 작은 구실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걸어서
정작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국가 체제 내에 승록사가 존재하며 選試
가 치러지고 그를 통해 승에게 爵秩이 나가고 있는 현실이었다. 더하
여 흥천사 주지 종안이 焚修僧의 급료를 유용한 일은 寺社로 나가는
과다한 비용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더없이 훌륭한 빌미가 되었다.
때문에,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몇몇 승인이 태나 장을 받은
179) 《大明律》 違令, “凡違令者 笞五十. 謂令 有禁制 而律無罪名者.”
180) 《大明律》 刑律 雜犯 不應爲, “凡不應得爲而爲之者 笞四十[謂律令無條 理不可
爲者] 事理重者 杖八十.”
181) 김대홍, 2015 〈조선시대 《大明律》 制書有違조 조문 연구〉 《법사학연구》 52,
60쪽. 불응위조와 위령조의 이해를 위한 상세한 연구로는 정긍식, 2008 〈대명률
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 김대홍, 2008 〈조선시
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법사학연구》 37 ; 2014 〈조선시대 «大明
律» 不應爲조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49가 참고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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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환속당하고 종안은 3등을 감하는 정도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로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다. 승단의 고위 승직자들에 의해 벌
어진 이 사건은 급기야 선시와 승직, 승록사 혁거와 사사 비용의 감
축 등을 주장하는 상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182) 나라에서 오랜 전
통을 버리지 못하고 試選으로 승인을 뽑아 爵秩을 내리고 그들에게
전토까지 주어 사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큰 절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받음에도 실제 주석하는 승은 몇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종안과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 6년 2월 7일, 사헌부에서 건의한 試選과 승의 爵秩 폐지, 寺
社로 내려가는 비용 감축과 승록사 혁파 등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직이나 사사 감축 등과 관련한 일은 갑자기 개혁할 수 없
다는 의견이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 일어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종안을 비롯하여 문제를 일으킨 승인들에게 위
차)와 같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신료들의 상소가 계속되어,183) 처음
에는 부정으로 일축하던 세종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어지는 상소들
에서는 점점 더 강경한 수사가 동원되는데, 급기야 성균관 학생들까
지 나서면서 승을 모두 강제 환속하고 佛書는 모두 불사르며 寺社도
모두 없애버리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184) 실제로 이와 같은 강경책
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었으나, 앞서 사헌부 건의 중 몇 가지가 수
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논란 끝에 세종은 일말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禪敎兩宗 체
제의 수립과 36寺 지정이 그것이다.

카) 예조에서 계하기를, “釋氏의 도는 禪敎兩宗뿐이었는
182)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7일 계축 2번째 기사
183)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13일 己未 8번째 기사 ; 《세종실록》 23권, 세
종 6년 3월 8일 갑신 2번째 기사 ;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2번
째 기사
184)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8일 갑신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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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뒤에 정통과 방계가 각기 所業으로써 7종으로 나
누어졌습니다......그러므로 조계·천태·총남 3종을 합쳐서
선종으로, 화엄·자은·중신·시흥 4종을 합쳐서 교종으로
하소서. 서울과 지방에 승도가 살만한 곳을 가려서 36寺
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를 넉
넉하게 급여하고 사는 승의 수를 적당히 정하여 무리지
어 살며 규칙을 지키고 정밀하게 불도를 닦게 하소서.
또 승록사를 혁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를 禪宗都會
所로, 흥덕사를 敎宗都會所로 삼고 나이와 행실이 아울
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行首, 掌務를 삼아서 승
내부의 일[僧中之事]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85)

위 기사를 기점으로, 세종은 태종대 7宗으로 감축했던 불교의 각
宗을 다시 선종과 교종으로 구분하여 兩宗을 두었다고 이해된다. 아
울러 불교 행정 담당 기관이었던 僧錄司를 혁파하였고, 興天寺와 興
德寺를 각각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로 삼고 ‘僧事[僧中之事]’를 담당하
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36寺를 지정하여 각각 18사씩 양종에
분속시키고 해당 사사에 거주할 승의 수를 지정하되, 소모되는 비용
을 충당하도록 전지를 넉넉히 준다고 하였다.
조선전기 불교계의 경제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판으로 거
론되는 세종대 양종 체제의 출범과 36寺의 지정은 과다한 사사의 수,
그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僧職者의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186) 태종 6년 寺社田民을 혁거하여 기존의 1/10로 감축했
185)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2번째 기사
186) 흔히 조선전기 불교정책과 관련하여 태종대에 전국 사찰의 242소를 지정하여
전토와 노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개국 후 본격적 억불책이 시작된 것으로 보며 세
종대에 이를 다시 선교양종으로 통폐합하고 각 종마다 18寺씩을 분속시켜 거승수
와 전지를 지정, 제한한 것은 억불정책을 완결 짓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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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도187) 각 종에 소속된 절의 규모를 몇 백으로 헤아리는 상황
에서 불교계로 나가는 비용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
가의 안위를 도모하는 祝釐의 기능을 담당하며 보호받던 寺社들에 대
하여, 명분 없는 비용의 감축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태
종의 결단으로 11宗을 7종으로 병합하고 지정 사사의 수를 242寺로
제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적지 않은 규모여서 언제나 논란의 씨앗
을 품고 있었다. 더구나 오랜 전통으로서 절과 승에 대한 비용 문제
는 그저 신앙이나 기도라는 심정적 문제가 아니라, 사사의 운영 비용
및 그와 연동되는 인적 규모의 제한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으므로 관련하여 개정 요구가 있을 때마다 격론이 벌어지곤 하던
첨예한 문제였다.
그러나 세종 5년, 선교의 고위 승직자들이 연루되어 처벌받은 저
사건이 빌미가 되어, 세종 6년 4월에 위와 같은 강도 높은 개혁이 발
표되었다.188) 이 결정의 결과로 寺社로 내려가는 비용이 대폭 감축되
었기 때문에 불교계의 경제력과 관련하여 이미 수차례 다루어진 바

연구로, 高橋亨, 1929 《李朝佛敎》, 宝文館 ; 이재창, 1986 〈조선조사회에 있어서
불교교단〉 《한국사학》 7 ; 김영태, 1988 〈조선 태종조의 불사와 척불〉 《東洋學》
18 ; 韓㳓劤, 1993, 앞 책등이 있다.
187)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10일 庚辰 4번째 기사

188) 이 표는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2번째 기사의 내용
을 이봉춘, 2015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11쪽 <표 1>에서 정리
한 것을 인용하되, 약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7. 세종 6년 4월 5일의 조치
종파 통합

所屬寺

급여 田地

恒居僧

京中都會所

18寺

4,250結

1,970人

흥천사

화엄종+자은종+중신종+시
흥종 ⇒ 교종

18寺

3,700結

1,800人

흥덕사

7종 ⇒ 양종

36寺

7,950結

3,700人

조계종+천태종+총남종
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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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189)
그러나 이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승록사는 혁거하되,190) 選試와 승의 爵秩은 혁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조선전기 조정은 승록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僧職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손보아 갔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육전》
吏典의 규정들, 六曹의 조직을 분장하면서 승록사는 정식으로 禮曹
소속 아문이 되고 주지직 서경의 기능을 吏曹로 이관하며, 승직자가
환속한 경우 승직과 능력을 고려하여 서용하도록 하였음을 보았다.
문제는 승록사가 예조의 속아문으로 그 기능을 일정 부분 제한받았으
나, 選試를 주관하고 寺社와 관련한 비용을 처리하는 등 불교 관련
제반의 업무를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모두가 불교계
의 일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속의 인력 및 재정과 무관할 수 없
기 때문에 승록사의 권한은 이조와 예조에 의해 점점 더 축소, 제한
되어 갔고, 이때에 이르러 승록사가 혁거되기에 이른다.191)
고려 이래 승정을 담당해온 승록사를 폐지하고 선교 양종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조선 佛敎政策史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단의 조치이
189) 이 시기 양종에 분속된 사사와 항거승, 급여 전지의 액수 등은 앞 책, 212-213
쪽 <표 2>에서뿐 아니라 한영우, 이재창, 김갑주 등이 모두 기사를 정리한 표를
제시하고 나름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90) 세종 6년 승록사가 혁거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봉춘, 1999 〈조선시대의 승직제
도〉 《한국불교학》 25(2015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제3부 제6장 재수록)
에서는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今後兩班子弟願爲僧者 父母
親族具由報僧錄司 僧錄司報禮曹 禮曹啓聞取旨 然後納丁錢五升布一百匹 方許給
度牒出家.”의 기사를 근거로 세종 6년 이후에도 얼마간 승록사가 존속하였다고 판
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육전》 조문을 인용한 기사로, 승록사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태조 6년의 《경제육전》 이래 ‘度僧’ 3-1의 조문이 유지되
었기 때문에 ‘승록사’가 포함된 조문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며, 승록사 자체의 존속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1) 이에 대해 사문경, 1999 〈15세기 초반 승록사의 개편과 혁파〉 《호서사학》 26 ;
2001 〈세종대 선교양종도회소의 설치와 운영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17에서
는 당시 승록사는 최고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서경권이 이조로 이관되고 예조의
속아문이 되면서 도첩발급 기능도 예조와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승록사는
이미 그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았다. 때문에 세종은 승
선, 승직, 승록 혁파 주장에 반대하였음에도, 타협책으로 승록의 혁파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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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려 이래 존재해온 불교 관련 중앙 기구를 폐지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승록사에서 양종체제로의 이행은 논자마다 평가가 분분
하다. 그 까닭은 양종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세종 6년의 승록사 혁거와 선종과 교종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가 있다. 고려 이래 ‘불교 전체 교단의 최고 통제기구’ 역할을 해
온 승록사를 폐지하여 두 종단에서 따로따로 사무를 맡아보게 한 것
으로 그 통제적 기능을 분산, 약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192)
반면에 이 조치는 抑佛策의 일환이 아니라 불교 행정 업무와 기능을
일반 관부로 移屬하고 ‘종교적 기능’을 선종과 교종의 兩宗都會所로
移管하는 기존 불교 기관에 대한 개편 차원이었다고 보기도 한다.193)
혹은 이 시기 양종이 本山 체제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
다.194)
그러나 선종과 교종 체제의 출범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양종에 이관된 기능이나 양종의 존재 자체도 중요하
겠으나, ‘승록사를 폐지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지하다시피 승록사는 고려 개창 이래 500년 가까이 중앙의 관부로서
불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시기에 따라 그 권한의 강약
변화가 있었으나, 승록사가 중앙 통치기구 내에 존재하며 불교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조선 태종은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면서 승록사를 禮曹에 소속시켰음이 《경제육전》 吏典에
서 확인된다. 이는 정황상 고려말 이래 강력해진 승록사의 승정 장악
력을 약화시키고 출세간 승에 대한 통제를 세속 아문을 통해 장악하
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2) 김영태, 1995 〈불교〉 《한국사》 26, 국사편찬위원회, 252쪽. 김영태는 이 글에
서 ‘결국 종을 다 합해서 전국에 36사, 전토 7,950결, 승려 총 3,770명으로 제한
한 것으로, 그 나머지는 모두 없애거나 국가에서 몰수하도록 조처하였다.’고 서술
하였는데 이는 큰 오해로, 이후 조선시대 불교 이해에 큰 혼선을 빚었다. 국가 지
丁巳찰이 36사였을 뿐 나머지 寺社를 없앤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3) 사문경, 2001, 앞 논문, 9쪽
194) 황인규, 2005 〈조선전기 선교양종의 本山과 判事〉 《한국선학》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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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종은 어떠한가? 예조의 속아문으로 존재하던 승록사가 혁
거된 후 새로 등장한 양종은 승록사의 어떤 기능을 이어받았는가? 또
양종은 예조 내에 그대로 존속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제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언급되는 양종의 ‘불교 통제 기구’ 혹은 ‘종교적
기능’이라는 서술은, 조선의 불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승록사와 그 뒤를 이은 선종과 교종이 조선시대 불
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음은 분명한 만큼 그 소속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중앙 통치조직 내 이들 기구의
소속과 기능은 僧에 대한 처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앞서 상세히 보았듯이 태종 5년 육조의 기능을 분장할 때 승록사는
분명 예조의 속아문으로 소속된 바 있다.195) 그리고 이제 승록사는,
국가 체제 하의 독립 아문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승록사가 혁거되고 그 기능을 선종과 교종의 양종이 나누어
가진 것 혹은 그대로 이관 받은 것이라면, 양종은 예조의 속아문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승록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 시기 행정이 승록사를 통제하고 그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질문을 던
지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선종과 교종의 양종은 중앙의 통치 기구에 편
입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명나라가 선세원 등을 폐지
하고 예조의 속아문으로 승록사를 설치하거나, 태종 역시 예조의 속
아문으로 승록사를 소속시킨 것에 비추어 보면 선뜻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다. 승록사를 예조의 속아문으로 만든 것은 불교와 관련한 승
록사의 기능을 세속 아문을 통해 강력하게 통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승록사가 예조에서 떨어져 나왔으나 기능면에서 예조는 여전히 도

195)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丙申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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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의 발급을 주관하고 있었다.196)
태종에서 세종대에 걸친 개혁으로 국가 지정 寺社를 242寺에서 36
寺로 감축하면서 승록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던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승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국가의 중앙 통치 기구에서 탈
락하고 불교계 내부의 일을 맡아보는 불교계만의 기구가 된 것이다.
이후 《경국대전》에서도 僧政과 관련한 선종과 교종을 예조의 속아문
으로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더 이상 통치체제 내의 공식 기구로 승정
을 담당하는 衙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요컨대 세종 6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예조의
속아문으로서 승록사는 사라지고, 이전 승록사의 기능 중 僧職 署經･
告身의 업무는 吏曹로 移管되었다는 점이다. 선종과 교종의 양종을
예조의 속아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다만 불교 관
련 사안에 대한 보고와 건의는 여전히 예조를 통해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육전》의 조문 자체는 변화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 11년 기사에서 육전 度僧의 법을 언
급하면서 僧錄司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197) 그러나 이는 세종 11
년 단계에서 祖宗成憲으로서 다음 육전이 편찬되기 전까지 원래의 조
문을 바꾸지 않은 것일 뿐, 승록사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198) 세종 15년 편찬된 《신찬경제속육전》과 《등록》에서는 승록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후 《경국대전》 편찬단계의 기록들에서는
꾸준히 선종과 교종의 양종이 언급될 뿐 승록사에 대한 기사는 더 이
상 찾아볼 수 없다.

196)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19일 癸酉 3번째 기사. 해당 기사에서 예조의
郎廳이 도첩 발급 담당자였음이 확인된다.
197)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今後兩班子弟願爲僧者, 父母親
族具由報僧錄司, 僧錄司報禮曹, 禮曹啓聞取旨, 然後納丁錢五升布一百匹, 方許給
度牒出家.”
198) 이후의 규정과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경국대전》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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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때 승록사를 폐지하고 새로 출범한 기구를 흔히 선종과
교종의 ‘兩宗都會所 체제’라고 하거나, 이후 불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양종도회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 였던 흥천사와 흥덕사 자
체를 불교 관련 기구로 보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都會所’는
과거시험장199) 혹은 어떤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200) 등과 같이 장소의 의미가 강한 용어이다. 흥천사와 흥덕사라
는 절을 각각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로 지정한 것은 選試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각 종의 選試가 치러지고 있었으
므로 그 도회소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201) 세종 1년 ‘각 종 판사
는 외방이 아닌 도회소의 주지에만 임명할 수 있다’202)고 한 것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흥천사에서 선시가 치
러졌다는 것은 이전부터 흥천사가 도회소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뜻이
다. 이제 불교기구를 양종으로 병합하면서 흥천사와 흥덕사를 매 식

199) 매년 6월 관찰사가 그 도의 교생을 한 곳에 모아 강경, 제술로 시험보여 그 중
우등자를 3-5인씩 생원, 진사시 會試에 直赴하게 하였다. 이를 6月都會라고 하며
6월 도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都會所라고 하였다.(이성무, 1970 〈朝
鮮初期의 鄕校〉 《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247쪽). 한편 사문경은 선교양
종도회소와 관련하여, “도회소란 특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 모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만 설치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다른 도회소 기관
과 구분하기 위해 선교양종도회소라 정하였다.”라고 하였다.(2001 〈고려말 조선초
불교기관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61쪽, 각주1)) 그러나 ‘다 모으는 곳’이 ‘선
교양종도회소’라는 사문경의 설명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다. 시험 장소와 같
이 해당인들을 모두 모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문경은 ‘선종과 교종 본사로서 양
종도회소를 두’는 조치는 취했으므로 ‘다 모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서술은 마
치 여러 종파를 양종 도회소에 모두 모았다는 뜻처럼 이해된다. 논문 안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부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상 ‘양종’과 ‘양종
도회소’는,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떻게 존재하였는지 향후 좀 더 실증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이다.
200)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庚午 2번째 기사, “願自今於京中 置道場
二三處 擇戒行淸淨者 定額數使居之. 外方各道 置都會所如京中例.”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28일 庚子 3번째 기사, “臣回自京師 始入於境 聞中外別立
都監 外方則各於界首官 設辨正都會所 民咸奔走 以致廢農.” 등
201)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19일 癸亥 4번째 기사
202) 위와 같음

187

년마다 실시하는 양종 선시의 시험장으로 쓰게 하고, 양종의 사무를
담당토록 하는 청사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양종도회소라고 하면 각
각 흥천사와 흥덕사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지, 승록사를 폐지하고
출범한 기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203) ‘양종’과 ‘양종도회소’를 구
분해야 하는 까닭은, 흥천사와 흥덕사의 ‘양종도회소’로 보는 경우 위
절이 사라지는 경우 양종도 혁거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천·흥덕사의 존재여부와 별개로 양종은 존속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승록사 혁거 이후의 불교 관련 사무 기구는 ‘선
종’과 ‘교종’이다. 이들을 아울러서 ‘兩宗’으로 부른다. 원래 선종과
교종은 붓다 가르침의 두 가지 큰 흐름이라 설명되나, 세종 6년에 출
범한 ‘선종’과 ‘교종’의 양종은 제도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구로 보이
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와 관련된 일을 물어볼 때 예조를 통해, ‘선
종’ 혹은 ‘교종’ 즉 ‘양종’에 묻기 때문이다. 양종도회소에 묻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불교와 관련된 일을 건의하는 주체도 ‘양종도회소’가 아
니라 그냥 ‘양종’이다. 흥천사와 흥덕사가 ‘선종’과 ‘교종’의 기구 그
자체가 아니었음은 두 절이 소실된 후 양종도회소를 청계사, 원각사
로 옮기거나204) 명종대 양종을 각각 봉은사와 봉선사에 두었음을 보
았을 때 잘 알 수 있다. 적어도 제도상 언급되는 ‘禪宗’과 ‘敎宗’은
불교 종단 전체를 통솔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205)
다만 흥천사와 흥덕사는 都會所로 지정되어 兩宗 사무를 보는 청사
로 기능하였다. 이곳에 양종의 최고 行首와 掌務가 주석하며 관련된
일을 보았다. 행수란 우두머리라는 뜻으로,206) 최고 행수는 양종의 判
203) 이와 유사한 견해는 김영태, 앞 논문에서도 보이는 바, 김영태는 양종의 도회소
를 ‘總宗務本社’로 이해하였다.
204) 《연산군일기》 권54, 연산군 10년 7월 15일 癸卯
205) 이봉춘, 1999 〈조선시대의 승직제도〉 《한국불교학》 25(2015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제3부 제6장 재수록)에서는 흥천사와 흥덕사의 철폐를 양종의 폐
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선교 양종, 승과, 법계, 승직이
모두 없어지거나 중단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양종 도회소’인 ‘흥천사’와 ‘흥덕사’
를 불교 기구인 ‘선종’과 ‘교종’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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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아래의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타) 사간원 좌사간 유계문 등이 상소하기를, “......성안의
흥천사를 선종에 속하게 하시고, 흥덕사를 교종에 속하
게 하시고는, 주석하는 승의 수를 1백 20으로 하고, 밭
을 준 것이 1백 결이요, 노비가 40구인데 작위까지 더하
였으니, 그 덕이 지극히 도타우시고, 은혜 또한 지극히
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判禪宗事207) 中皓와 掌務인
中德 寶惠와 大禪師 祖衍과 判敎宗事 惠眞과 장무인 大
師 信暐 등이 비록 석가의 제자라 이르오나...... 자신을
돌보는 데에만 힘쓰므로 결국 승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절을 비우고 임금의 복을 비는 일도 게을리 하여, 각각
1백 20員이 주석해야 할 곳에 궐원이 1백에 이릅니다.
그 까닭을 핵실해 물으면 모두 출입하는 것으로 대답하
니,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고 꾸며서 잘못을 감추는 것이
분명합니다......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옵서 저 중호,
보혜, 혜진, 조연, 신위 등을 有司에 내리시어 법에 의하
여 죄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이 소를)
형조에 내리게 하고, 중호 등은 율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208)

위 기사에는 앞서 살핀, 양종 36사 체제로 개편되는 구실이 되었던
206) 《經國大典註解》 後集에 行首에 대해, “行者伍也. 言行伍之首也.”라고 하였다.
207) 원문에 ‘判禪宗事事’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불린 것인지 ‘判禪宗事’의
오기인지 분명치 않다.(사문경, 앞 논문 ; 류기정, 앞 논문에서는 ‘판선종사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뒤에 이어서 ‘判敎宗事’로 되어 있고 이어 서술하는 바와 같
이 중호는 선종도회소의 주지이므로 선종판사의 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기사 외에 ‘판선종사사’라는 승직을 찾아보기 어려워 ‘판선종사’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208)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1월 25일 丙申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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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장본인이 다시 등장한다. 한해 전에 금령의 위반으로 처벌받
은 바 있던 화엄종 고위 승직자 혜진은 실제로 1년 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또 《실록》에 등장하고 있다. 세종 6년 사건 당시 왕의 배려
로 환속을 모면하는 등 모종의 처벌을 받은 듯 보이나, 이런 사건에
도 불구하고 그는 양종 체제가 출범한 후 교종 최고직인 판사에 제수
되었다. 혜진은 세종 6년 당시 지위가 이미 화엄종 도승통으로 교종
최고의 승직자였기 때문이다. 위 기사는 각각 교종과 선종의 판사였
던 혜진과 중호를 비롯, 여러 승인을 죄주는 내용인데, 사건의 전모가
사뭇 익숙하다.
내용인즉, 항거승 정액이 120명인 절들에서 무려 100명씩을 결원시
키고 있다고 하였다. 두 절은 120명이 살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명도 살고 있지 않으면서, 120명 모두가 사는 것처럼 거짓 보고는
했다는 것이다. 적은 수의 승인들이 항거승을 충당할 생각은 하지 않
고 거짓으로 120명이 모두 주석한다고 보고를 올리고는 내려온 많은
비용을 모두 쓰고 있던 것이 발각된 모양새이다. 한 해 전 흥천사 주
지 종안이 분수승의 액수를 마음대로 줄이고 남는 료를 사적으로 유
용한 사건과 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형조에서 건의한 처벌
역시 그 때와 동일하게 違令에 즉하여 태 50대를 주되, 吏典爲首209)
209) ‘吏典爲首’는 《大明律》에 등장하는 일종의 법리용어이다. 정긍식, 2008 〈대명률
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49-1, 각주 62)에서 '吏典은 관청에서
실무를 맡은 하급직원이며, 首領官은 金元 이후 중앙 및 지방 관청에서 공문서 관
리, 吏典 관할 및 장관의 업무 보좌를 맡은 관리인 經歷, 司務, 典簿 등을 통칭한
다. 明 초기에는 각 部의 主事 또한 首領官에 속했다.'라고 하였다. 결국 ‘吏典爲
首’의 의미는 이전을 가장 먼저 벌하고 이후 차례로 그로부터 한 등씩 낮추어 벌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 사건 처벌 내용은, 이전으로 일을 담당하는 장무가 위
령에 해당하여 태 50대를 받고, 중호와 혜진은 1등을 감해서 태 40대라는 뜻이
된다. 관리로서 ‘吏典’의 의미는 정긍식 《역주 경국대전주해》, 후집 번역 755번
항에도 나온다. 《경국대전주해》에서도 이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선초에는 중
국과 관직명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이전’을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즉, “‘吏’는 문
서를 관장하는 사람이고, ‘典’은 주관하는 것이니 문서의 수발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다. 참고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록》 국역에는 해당기사를,
‘令’을 ‘今’의 誤記로 보고 ‘지금의 이전을 어긴 것이 가장 크다’라고 오역하고 있
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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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장무는 50대, 중호와 혜진은 한 등을 감하여 40대에 처하고
모두 환속당차하는 것이었다.210) 형조가 건의한 처벌을 세종이 윤허
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이 시기 지정 사사에 내려가는 비용 문제
는 민감한 사안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거론되는 두 절은 어디일까? 양종 36사 중 항
거승 정액 120인 절은 선종의 경우 도성 흥천사, 고양 자은암, 안변
석왕사이며, 교종의 경우 도성 흥덕사, 양주 장의사, 해주 신광사이
다. 그 중 양종의 행수인 판사 중호와 혜진 및 장무들이 거론되는 것
으로 보아 이 절은 각각 흥천사와 흥덕사로 생각된다. 즉 세종대 출
범한 양종체제란, 당시까지 존재하던 종파별 가르침과 규모를 고려하
여 크게 선종과 교종으로 나누어 기구를 꾸리고, 그 지도부를 도성
내에 있던 선교 사찰인 흥천, 흥덕사에 주석하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식년이었던 세종 5년, 같은 선종 계통인 조계종과 천태종의 선시가
흥천사에서 치러졌으므로,211) 흥천사는 도성 안에 있는 선종 대찰로
서 이미 선시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 1
년 각 종 판사는 서울 도회소의 주지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양
종의 판사였던 중호와 혜진이 장무와 함께 주석한 곳은 양종이 있던
흥천, 흥덕사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국 후 불교와 관련된 사무는 여러 차
례 변동을 겪는다. 처음에 승록사와 禮曹가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하
며 승록사가 승정을, 예조가 도첩 발급을 담당하였다면, 태종 5년의
체제 정비를 기점으로 승록사는 예조의 속아문화하고 그 기능이 모두
예조로 통합되었다. 태종 16년에는 승록사의 기능 중 승직 서경의 기
능이 吏曹로 이관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세속과 별개로 운영되던 僧
과 관련된 행정이 점차로 세속 통치기구 내로 흡수되어감을 보여준
다. 이 시기 체제 정비를 통해 국가는 불교와 관련된 사안을 세속 체
210)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5일 乙巳 4번째 기사
211)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7일 계축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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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으로 완전히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종 6년에는 승록사가 혁파되고 禪宗과 敎宗의 兩宗이 세
워지는데, 이 시기 양종이 예조의 관할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예조의
속아문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통치기구 밖의 불교 사무기관 정도로
존재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선종과 교종의 양종은 승록
사에 비해, 세속 기구에 의해 훨씬 많은 실권을 제한받고 거느리는
屬寺가 훨씬 감축된 채 출범하였다. 이같은 상황은 승록사 시기에 비
해 양종 체제 시기의 불교 관련 사무가 훨씬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종의 출범 이후 예조의 속아문으로 불교 관련 기구가 존재
하였는가의 여부는 《경제육전》 체제에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양종은 중앙 통치기구에서 탈락하지만, 예조에 소속되어
있다가 후에 빠진 것인지 출범 당시부터 이미 배제된 것인지 《경제육
전》만으로는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를 기록상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국대전》을 참조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은 Ⅲ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2) 還俗者 처리 규정과 僧職

다음에서는 환속자 처리 규정과 그 변화를 알아보고, 해당 조문에
등장하는 僧職의 선발과 그 규모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승직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승직을 지낸 환속자의 위상과 결부된 문
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던졌던 질문을 되새겨 보자. 조선전기 僧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제육전》을 살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3-1 조문에
서 보는 것처럼 度僧 대상을 ‘양반 자제’로 제한한 것이었다. 그런데
도승은 왜 ‘양반 자제’에게 제한되었을까? 세속에서 蔭職 혹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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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出仕할 수 있을 관인의 자제들은 왜 도첩을 받아 출가하려
하였는가. 이에 대한 두 번 째 단서는 僧職 규정을 살펴보는 것에서
얻을 수 있을 듯 하다.
조문 1-2 僧職을 보자. 1-2는 《집록》에서 吏典의 僧職으로 분류하
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환속한 승인의 처분에 대한 것인데, 그
들에게 세속의 관직을 수여하고 있기 때문에 《집록》에서 이전으로 분
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1-2의 조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보아
야 할 기사들이 있다. 출가했다가 환속한 승에 대한 처분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며, 승직에 대한 기사도 이것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전
의 吏典에 실렸거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승인 관련 법규들
은 몇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기사는 환속한 승인에 대한 처분 중에 《실록》에서 가장 먼
저 등장하는 조치이다.

가) 河崙이 상언하였다. “일찍이 沙門이 되어 僧職을 얻었
던 자가 환속하면 仕進할 방도가 없습니다. 빌건대 檢
校의 직을 제수하여 제생원·혜민국의 職事를 겸하게
하고, 本職에서 6급을 내려서 그 녹을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212)

태종 13년의 위 기사는 승직이 있던 승인이 환속한 경우 세속에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다. 하륜의 이 상언은 받아들여
졌으므로 이후 현실에서 작동하던 규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규정
은 前 승직자가 환속할 경우 세속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승직을 지낸 승인이 환속할 경우, 검교의 직을 제
212)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6일 임오 1번째 기사, “河崙上言, ‘曾爲沙門
得僧職者還俗 則無仕進之所. 乞除檢校之職 兼以濟生院惠民局職事 降於本職六級
以給其祿.’ 從之.”

193

수하고 제생원과 혜민국의 직사를 겸하게 하되, 그 녹봉은 본직에서
6급을 내려 주는 것이 기본 대우였다. 검교직은 원래 공로가 있는 자
들에게 포상으로 주는 ‘훈관’인데213) 이 시기 환속 승직자에게도 제수
되어 눈에 띈다.214) 애초에 검교관은 無職事로 祿을 받는 특전으로
놀면서 녹을 받는 자리였다. 환속한 前 승직자에게 검교직을 제수하
는 방식은 일반과는 약간 달랐다. 위 기사에서 보다시피 환속한 승직
자는 검교의 직을 제수 받고 직사를 받았으며 적으나마 녹을 제공받
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공로나 이유 없이 官祿을 받아 놀고 먹을 수
있는215) 특혜에 가까운 有祿檢校職을 환속자에게 준 것은, 승직을 지
낸 환속자를 우대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환속한 승직자에게 검교직의 특전을 준 것은 승직을 버리고 환속한
이들에게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속의 관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승직 역시 왕으로부터 받은 爵秩이었다. 승직은 선발과 제
수의 과정이 모두 과거와 관료제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승직의
告身은 吏曹가 署經하였다.

나) 처음으로 吏曹에 명하여 승인의 고신을 서경하여 주었
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승이 각 사찰을 주지
하면 그 작첩을 승록사에 이관하는데, 승록사에서 新
舊禮라 칭하여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청컨대, 謝
牒을 이조에 이관하여 이조에서 서경하여 주게 하소
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16)
213) 韓㳓劤, 1966 〈勳官‘檢校’考〉 《震檀學報》 29·30합집, 105쪽
214) 위 논문, 101쪽. 환속 승직자에게 검교를 주는 이 처분에 대해 한우근은 검교
제수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특수한 예라고 평하였다. 그런데 환속자가 제수받은
것과 같은 東西班有祿檢校職은 재정의 부족 등으로 태종 16년에 혁파되었다.
215) 위 논문, 115쪽
216)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18일 乙亥 1번째 기사, “初命吏曹署給僧人
告身. 司憲府啓: "凡僧住持各寺, 其爵牒移關僧錄司, 僧錄司稱新舊禮, 多行汎濫之
事. 請將謝牒移關吏曹, 吏曹署給."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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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는 태종 16년 12월, 吏曹에서 처음으로 주지를 맡을 승
인의 고신을 서경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서 이조는 세속의 관
직뿐 아니라 출세간의 승직도 그 고신을 서경하게 되었다. 원래 승인
의 고신은 승록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승록사에서 모람되게 승직을
주니 승록사를 믿지 못하고 승인 서경의 기능을 吏曹로 이관시켜 버
린 것이다. 글의 처음에 지적했듯 이 시기 승록사는 禮曹에 소속된
아문이었는데 사헌부와 禮曹에 의해 갈수록 그 기능을 제한 당하였
고,217) 이 때를 기점으로 승직은 吏曹가 서경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는 사찰 주지직을 비롯한 승직에 대해, 불교계 내부에서는 대상자 추
천만 할 수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을 세속기구인 吏曹에서 가지게 되었
다는 뜻이다. 이제 불교계 내부의 결정 사안으로 세속 통치체제와 별
개로 돌아가던 승직의 서경과 제수가, 국가 통치기구 하 관직 서경의
업무를 담당하던 吏曹로 일원화된 것이다.

또한 《경제육전》에서는 승직자 뿐 아니라, 육전의 규정대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자 역시 初入仕의 例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았
다.

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원컨대, 지금부터는 僧人
이 출가하는 법은 《경제육전》에 의거하여 법을 밝게
펼쳐서, 그 度牒의 式은 또한 처음 入仕하는 예[初入
仕例]에 의거하여 승록사에서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
서는 대간에 공문을 보내어 서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름과 수효를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
217) 韓㳓劤, 1957 〈여말선초의 불교정책〉 《서울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 6, 36-37
쪽 ; 조선초 승록사 및 양종도회소와 관련하여 사문경, 2001 〈고려말 조선초 불교
기관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이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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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서울과 지방의 관리로 하여금 그 경내의 승도를
조사하고 그 도첩을 상고하여 기록하여 案籍을 만들
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소서......”218)

위 세종 3년의 기사에서 보듯 《경제육전》의 도첩식 주는 절차는 초
입사례에 의거하여 승록사가 예조에 보고, 예조가 대간에 이관, 대간
이 서경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도첩을 왜 이런 과정을 통해
발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당시 예전에서 규정된 도승 절차를 보면
수긍이 된다. 즉, 육전에서는 도승하려는 자에게 ‘경전을 시험하여’
도첩을 발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219) 해당 과정을 거친 자는 초입사
하는 자의 소양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도첩식도 그에 준하
는 과정을 거쳐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220) 원래 이 기
사의 전체 맥락은 사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승의 단속을 엄
격히 하자고 건의하는 강경한 어조의 상소이다. 사간원은 《경제육전》
의 법령을 확실히 지킬 것과 지역별 승의 명부를 작성할 것을 그 방
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간원의 이 상소에서도 육전에 정해
진 규정을 통과한 승인은 관인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드러날 뿐이다. 도첩을 받은 승이 승직까지 지낼 경우 그 소
218)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2일 壬戌 5번째 기사, “願自今僧人出家之法
依經濟六典 申明糾理 其度牒之式 亦依初入仕例 僧錄司報于禮曹 禮曹移關臺諫
署經施行. 且其名數 亦不可不知. 願令中外官吏推其境內僧徒 考其度牒 錄成案籍
毋令彼此移徙.”
219) 관련 조문에 대하여 다음 《경제육전》 禮典 度僧에서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220) 다만 《경제육전》의 규정과 별개로 특혜성 부역 도첩이 종종 발급되었는데, 많은
부역 도첩이 한번에 발급될 때는 예조의 담당 관리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양을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예조의 관리는 밀려드는 도첩 처리에 쫓겨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도첩 받을 자가 거짓으로 적어냈을지도 모르는
父와 外祖만 보고 바로바로 도첩을 발급하였다.(《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2월
19일 癸酉 3번째 기사) 이미 《신찬경제속육전》 단계인 세종 20년 당시, 여전히
도첩 발급에 서경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
다. 때문에 이때 도첩 발급이 원래 예조가 바로 발급하는 체제로 갔던 것인지, 시
험을 거치지 않고 다량의 부역 도첩이 발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서경을 거치지 않
은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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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入仕 가능한 수준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건대, 환속한 승인에 대한 가)와 같은 규정은
당시 절차에 따라 도첩을 받고 승직을 받을 정도의 인물은 세속에서
관직을 지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일정 소양을 갖춘 승직자의 환속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는 규
정이기도 하였다. 그 ‘소양과 자격’에 출사 가능한 정도의 세속 신분
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불교 종파 통폐합이나 寺田･私奴婢 속공 등을 단행한 태종이, 환속
한 승인에 대해 승직을 고려하여 벼슬을 주도록 한 가)의 조처는 얼
핏 매우 파격적 조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서 승인의 서경이
고려조부터 승록사에서나마 시행되고 있었음을 볼 때, 이 역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연, 환속한 승인의 승직을 고려하
여 세속 관직을 내려준 것은 태종 13년이 처음이었을까?

실제로 《실록》에서는 출가하여 승직을 지내다 환속한 후, 승직을
지낸 것으로 인하여 다시 세속의 벼슬을 받은 인물들의 기록이 실려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라) 평성 부원군 趙狷이 졸하였다. 견은 趙浚의 동생으로
일찍이 監門衛上護軍을 배수하였다. 壬申년(1392) 태
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開國功에 등록하여 協贊功臣의
功臣券을 주고 평양군으로 봉하였다가, 평성군으로 고
쳐 봉하고 부원군으로 승격하였다. 견은 타고난 성품
이 굳세고 곧으나 다른 특별한 능력은 없었는데, 그
형 조준의 힘에 힘입어 勳盟에 참여할 수 있었고 네
임금을 두루 섬겨 지위가 1품에까지 이르렀다. 어려서

197

중[髡]이 되어 여러 寺院의 주지를 거쳤는데 나이 30
이 지나서야 환속하여 머리를 길렀다. 僧職을 지낸 까
닭에 처음에 左尹에 임명되었다[因僧職 初拜左尹]. 일
찍이 緇流였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남들의 말이 조
금이라도 거기에 미치면 곧 노하였다. 사는 집이 부유
하였고 죽을 때의 나이는 75세이었다. 조회를 정지하
고,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러 주었다. 시호
를 平簡이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平이요,
화평하고 온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簡이다. 세 아들
이 있으니, 趙壽山, 趙石山, 趙鐵山이다.221)

위 졸기의 주인공 조견은, 첫 번째 찬진된 《경제육전》의 책壬子였
던 조준의 바로 손아래 동생이다. 졸기에서 보듯, 원래는 출가한 승인
이었는데 환속 후 형인 조준의 도움으로 개국공신에 책봉되었고 75세
까지 장수한 결과 태조와 태종, 정종과 세종의 네 임금을 섬겼다고
하였다. 조견의 집안은 고려조부터 명문이었는데, 시중을 지낸 趙仁規
의 증손이었으며 형인 조준은 과거에 급제한 촉망받는 관리이자 조선
의 개국공신이었다. 版圖判書 趙德裕의 여섯 아들222) 중 막내였던 조
견은 일찌감치 출가하여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한 僧職者였다. 위 졸
기에 의하면 그는 환속 후 승직을 지낸 경력으로 인해 벼슬을 배수
받았으며, 처음 받은 자리가 좌윤이었다고 하였다.223)
221)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3일 壬申 1번째 기사, “平城府院君 趙狷卒.
狷, 浚之母弟, 曾拜監門衛上護軍. 壬申, 我太祖卽位, 錄開國功, 賜協贊功臣之券,
封平壤君, 改封平城君, 陞府院君. 狷稟性勁直, 無他異能, 席其兄浚之力, 得與勳
盟, 歷事四朝, 位至一品. 少爲髡, 歷諸寺院住持, 年過三十乃還髮. 因僧職, 初拜左
尹, 恥嘗爲緇流, 人言少及之輒怒. 居家富贍, 卒年七十五. 輟朝賜賻, 官庀葬事. 諡
平簡, 治而無眚平, 平易不訾簡. 三子, 壽山, 石山, 鐵山.”
222) 《고려사》 권 105, 열전 권 18, 諸臣, 趙德裕
223) 재미있는 것은, 조선후기 기록에서 환속승이었던 조견의 생애가 윤색된다는 사
실이다. 영조 혹은 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國朝人物考》 권 36 蔭仕에
조견이 실려 있는데, 그 기록에는 조견의 출가 사실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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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조견의 환속 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의 졸년
으로 보아 태어난 것은 1351년이다. 그런데 어려서 출가하고 서른 넘
어 환속하였다고 하니, 조선 건국 전인 1380년대에 환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견이 승직으로 인해 처음 좌윤을 배수 받은 것은 고려
말이었던 셈이다. 조선 개창 당시 정도전, 조준 등을 비롯해 大小臣
僚와 閑良耆老들이 국새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갈 때 조견이
포함되어 있었고224) 개국 직후 개국공신을 추록할 때 ‘상장군 조견’이
라고 칭하고 있으므로225) 조견은 이미 환속하고 고려조에서 벼슬을
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환속 후 처음 배수 받은
좌윤이라는 직위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로부터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
로 승직을 고려하여 세속의 벼슬을 주는 법규는 조선에서 태종대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고려조부터 시행되던 것으로 볼 수
있다.226)
요컨대, 고려부터 시행되던 규정인, 승직을 지낸 환속한 승인에게
세속의 관품을 주는 것은 조선 개국 후 특별한 규정이 내려지지 않았
다가, 현실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계속 생기자 태종대에 관련 규정
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조치가 고려에 비해 후해진 것인지

인물고》에 의하면 조견은 조선 개국 후 고려에 대한 충심으로 출사하지 않고 은
거하며, 하사받은 벼슬이나 재물도 물리고 조선 개국공신이던 형 조준을 꾸짖기까
지 하는 고려의 충신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벼슬을 받고 활동한
조견의 기사가 다수 보이며, 사후 바로 쓰인 졸기까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국
조인물고》의 조견 관련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출가자로서 여러 절의 주지까지
역임했던 조견의 행적을 숨기고 왕조에 대한 ‘忠’을 강조한 《국조인물고》의 서술
은 지극히 조선후기적 입장에서 윤색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조견에 대
한 기록은 조선초 유수의 집안에서 아들의 출가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현상
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고려후기까지 한 집에서 관직자와 승직자가 함께
배출되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조선 개국후 그런 흐름이 갑자기 단절되는 것으로 보
이는 데에는, 후대의 기록 제거와 윤색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
다.
224)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17일 丙申 1번째 기사
225)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7일 乙巳 2번째 기사
226) 이러한 제도가 고려의 어느 시기부터 시행되었는가에 대하여는 향후 고려시대
불교 연구에서 상세히 밝힐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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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것인지는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후의 규정이 실
직과 녹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으므로, 규제의 방향성에 있
어 후해진 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기상 태종 13년 가)의 법규는 《속육전》을 편찬한 이후에 나
오므로 세종 8년 《신속육전》에 수록되어야 했다. 그러나 《신속육전》
이 편찬되기 전에 환속자 서용에 대한 수정된 내용의 규정이 다시 제
기되었다. 다음의 내용이 그것이다.

마) 이조에서 계하였다. “환속한 사람 박의문·김여정 등의
소장을 살피니, 이전에 각 宗의 選試에 합격하여 僧職
을 받았으나 이제는 환속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원
하니 成衆愛馬로 택하여 임명해 줄 것을 청하고 있습
니다. 본조에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상고하옵건대, 단
지 이 사람뿐이 아니오라 모든 환속한 뒤에 스스로 벼
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처음 入仕할 때에 시험 보이는
것[初入仕禮]을 면제시키고, 그 조상 계보와 재능과 인
품을 상고하여 성중애마에 상당하는 곳으로 정하여 보
내되, 그 중에 재예가 있어서 임용할만한 자는 제수할
때에 僧職을 헤아려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27)

위 기사는 1-2의 조문의 근거가 되는 성종 8년 1월 20일 기사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1-2의 조문과 위 기사를 배열해 보면 다음

227)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1번째 기사, “吏曹啓, 還俗人朴義文
金麗精等狀考 在前各宗中選受職 今而還俗 願欲從仕 乞於成衆愛馬差定. 本曹據此
看詳 非徒此人 凡還俗後自願從仕者 除初入仕試取 考其祖系才品 成衆愛馬相當處
定送 其中有才藝可任者 除授時通計僧職敍用.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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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8. 《신속육전》 吏典 僧職 조문과 그 근거 기사
대상

처분
除初入仕試取

추가 조항

세종 7년

凡還俗後

6월 27일

自願從仕者

《신속육전》

還俗人

考其祖系才品

其有才幹可任者

조문 1-2

自願從仕者

成衆愛馬相當處差定

僧職准計敍用

考其祖系才品
成衆愛馬相當處定送

其中有才藝可任者
除授時通計僧職敍用

위 표에서 보듯, 세종 7년 기사 마)의 처분과 세종 8년 10월에 간
행된 《신속육전》 조문 1-2는 내용상 거의 동일하다. 처분 부분에서
밑줄 친 ‘除初入仕試取’ 부분이 1-2에서 빠지기는 하였으나, 다시 시
취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뺀 것이다. 결국 마)의 내용이 그대로 《신속육전》에 그대로 들어간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문 1-2는 세종 7년 6월 27일의 수교가 오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세속의 사람들에게 있어 초입사례란 科擧이다. 과거
는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시키는 初入仕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
다.228) 위의 처분은 앞서 살핀 하륜의 상서나 사간원의 건의와 마찬
가지로 승직을 가졌던 자는 세속에서도 仕進 가능한 자격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1-2의 내용과 위 기사 마)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사실을 가려낼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승은 각 宗의 ‘選試’에 합
228) 金昌鉉, 1997 〈朝鮮初期 文科及第者의 出身 배경〉 《역사학보》 155, 27쪽. 문
과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하나는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시키
는 초입사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관인층에게 加資와 승진 기회를 주는 超
職 기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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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면 僧職을 받을 수 있었다.229) 즉 宗마다 선시를 실시하고 각 종
의 승직자를 따로 선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승이었다가 환속
한 자는 세속에서 입사하는 시험에 합격한 것 정도의 지위를 인정받
았다. 家系와 才品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환속자가 成衆愛馬
정도에는 임명될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셋째, 능력이 있
는 자는 승직에 준하는 세속의 벼슬에 서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그 내용을 곰곰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제시된 환속자에 대한 처분 규정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환속자에 대한 태종 13년의 조치와 조문 1-2를 나란히 배열하여 비
교한 것이다.

표 9. 《경제육전》 환속자 처분의 변화
시기

대상

처분

태종 13년

曾爲沙門

乞除檢校之職 兼以濟生院惠民局職事

11월 6일

得僧職者還俗

降於本職六級 以給其祿

《신속육전》

還俗人

考其祖系才品 成衆愛馬相當處差定

조문 1-2

自願從仕者

其有才幹可任者 僧職准計敍用

위 표에서 보듯 두 규정은 대상 자체가 다르다. 태종 13년의 규정
은 ‘환속한 승직자’가 대상인데 반해, 세종 7년에 정해진 1-2의 규정
은 그저 ‘환속자’ 중 벼슬을 원하는 자가 처분의 대상이다. 태종 13년
의 규정은 환속한 승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주어야 할 직과
담당할 일과 녹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에 반해 1-2에서는 환속
229) 選試에 합격한 후 받는 중덕, 선사 등이 승직인지 승계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 있다. 그러나 《실록》을 유심히 읽어보면 僧階라는 용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다. 승계를 가리키면서도 僧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승직과
승계의 용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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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들 중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모두 성중애마에 임명한다고
하여, 출가했을 때 승직을 지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부연
을 달아 ‘그 중 재간이 있는 자만’ 승직을 准計하여 서용한다고 하였
다.
두 규정 모두 僧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속의 초입사례를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1-2의 규정은, 환속자 모두에게 성중애마를 주되, 그 모두를
서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이다. 成衆愛馬230)란 조선전기 관직명
의 의미보다 신분계층의 의미가 강하였는데, 주로 문무하급관리를 지
칭하였다.231)
1-2의 규정은 환속자에 대해 그들이 家系와 才品에 특별한 결격사
유가 없는 한 성중애마를 받을만한 존재라고는 보지만 그 모두를 서
용할 수 없으며, 승직을 지낸 자 중에서도 재주 있는 자만 승직을 고
려하여 서용하겠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앞서 살핀
‘특별한 능력은 없었던’ 조견같은 인물은 승직을 역임하였더라도 환속
후 서용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1-2 규정은 출가하여 선시를 보고 승직을 받았던 자일지라
230) 成衆愛馬란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대체로 고려 중엽
에 초기의 兵制가 무너지면서 변칙적 특수부대가 등장했는데, 그 후 몽고 영향 하
에 있는 동안 이것이 구체화되어 궁실을 숙위하는 별도의 특수부대가 되고 이를
성중애마의 제도화로 본다. 고려후기 상류층 자제에게 왕을 숙위토록 하고, 궁중
에서 왕의 측근기관인 內侍, 茶房 등의 近侍 임무를 띤 자들에게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여 성중애마의 주축으로 삼았다. 이들 성중애마는 고려말 실제 전투에 투입
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일반 군사로는 볼 수 없다. 이들은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근시의 임무와 책임을 맡았으므로 상당한 교양을 필요로 했으며, 성중애마 자체가
하나의 관리 신분으로 간주되어 일정 근무 기간 후 다른 관직으로의 진출이 보장
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군사와는 성격이 다른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조선건
국 초에 그대로 설치되어 새로운 병제가 확립되어 궁성숙위제도가 자리 잡힐 때까
지 유지된다. 여러 계열의 성중애마는 대부분 그대로 존치되거나 별시위 등 새 부
대로 바뀌기도 하였는데, 태종 이전까지 성중애마의 군사적 비중은 컸다. 성중애
마와 관련하여 金昌洙, 1966 〈成衆愛馬考-여말선초 신분계층의 일단면〉 《동국사
학》10 ; 민현구, 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99-100쪽을
참고하였다.
231) 金昌洙, 1966 〈成衆愛馬考-여말선초 신분계층의 일단면〉 《동국사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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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속했을 때 세간의 관직에 서용되는 것을 반드시 보장받을 수 없
음을 의미한다. 환속한 승직자에 대해 직과 녹을 모두 보장하던 태종
대의 규정에 비해 까다로워 진 것이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자라면 여전히 서용되었으며 도첩과 선시의 과
정을 거친 환속인들이 초입사례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는
《경제육전》의 시각은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다. 당시 위정자들의 이
러한 시각은 승에 대한 이 시기의 인식을 보여준다. 승은 관직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자격을 갖춘 자들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육전》 단계에서 위정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승에
대해 모종의 고정 관념이 있었다. 환속 후 관직에 서용될 수 있는 존
재, 즉, 양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사회부터 이어진 승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양반 자제’만이 승이 될 수 있다는 예전 도승조의 규
정으로 이어진다. 환속 후 최소 초입사례 없이 성중애마를 받고, 능력
이 있는 경우 과거나 취재 없이 관리로 임용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승, 그들은 양반이어야 했다.232)

이상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육전》 이전의 불교 관련 내용
을 다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의 내용은 전체가 반드시
해당 육전에 해당 조문이 실렸음을 전제한다기보다, 이 전체를 큰 맥
락의 수교집성으로 이해하고 육전 체제하 이전과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불교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육전에 실렸다고 한 것은 굵
은 글씨로 하되, 수교는 있으나 수록 여부는 《실록》에서 확인되지 않
는 것은 보통 글씨로 적는다.

232) 이 규정은 《경제육전》 예전 도승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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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경제육전》 단계 吏典의 불교 관련 내용 제시
~

원육전

(태조6)

~ 속육전
(태종12)

~ 신속육전(세종8)

~ 신찬경제속
육전(세종15)

예조의 속
六曹

아문 승록

禪宗·敎宗의 兩宗 체제

사
환속자에게 성중애마, 능력 있는 환

還俗者

僧職 告身

속자 승직 通計하여 敍用
승록사 담
당

吏曹 담당

한편, 승직과 관련하여 《집록》에서는 吏典 僧職에 대한 조문을 정
리하면서 세종 후반에 승직제도가 혁파되었다고 하였다.233) 그러나
《집록》에서 승직 혁파의 근거로 인용한 세종 20년 7월의 기사는 僧
職과 僧選의 법을 혁파하자고 한 건의일 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34)
실제로 吏曹의 승직 서경은 성종 9년(1478)까지 계속되고 있을 뿐 아
니라, 조선후기까지도 승직의 고신이 나간 흔적이 유물로 나오고 있
는 실정이다.235) 즉, 조선시대 승직과 관련하여는 실물자료를 통한 좀
더 섬세한 고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육전》 吏典의 僧職에는 환속한 승직자에 대한 규정
만 있었을까? 사실 《집록》에서는 1-2의 규정을 ‘승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규정은 ‘還俗人’ 즉 출가했다가 세속으로
돌아온, ‘僧을 그만둔 자’에 대한 규정으로 승직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경제육전》 僧職에 대한 조문을 《실록》에서 더
추출해 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관련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승직자를 뽑는 시험인 選試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選試란
233)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앞 책, 32쪽
234)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22일 丙午 3번째 기사
235) 전영근, 2007 〈조선시대 승관제와 승인 인사 관련 문서〉 《古文書硏究》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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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흔히 ‘僧科’로 지칭되는, 일종의 僧職者 선발 시험이다. 그
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승과’의 용어는 고려시대에도 다른 용어로 불
렸으며, 조선시대에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었다. 고려시대에
‘成福選, 談禪法會, 大選, 選佛場, 敎宗選, 禪宗選, 選科, 國試, 九宗
選 등등의 용어로 불렸다.236) 조선시대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서
대부분 選試, 試選, 大選, 僧選 등으로 불리는데, 명종대에 ‘僧科’의
용어가 두어 차례 보인다.237) 즉 ‘승과’의 용어가 일반적이지는 않았
다는 것이다.
또한 ‘승과’는 그 명칭과 달리 고려이래 과거시험의 한 종류로 거론
된 적은 없어 보인다. 이는 과거가 세속 관료의 선발시험인데 반해
‘승과’는 이와 궤를 달리하는 출세간 승의 선발시험이기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그 시행 시기나 형식은 과거시험과 유사하였다. 《경제육
전》과 《경국대전》에서는 모두 ‘選試’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승과’가 아닌 ‘選試’로 지칭하기로 한다.
《경제육전》 選試 규정의 승직자 선발 방식을 통해 이 시기 승직의
규모나 체제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15세기는 승의 選試가 행해지고
있으며 승직이 수여되고, 그 승직을 이조에서 署經하는 시기이다. 즉,
세속 관료제와 유사하게 승직자를 뽑고 승직을 제수하기까지의 과정
이 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選試의 규정 역
시 《실록》에서 《경제육전》에 실렸음이 명시된 조문은 찾을 수 없다.
다만 選試의 시행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이 있고 選試의 법이 國初부
터 육전에 실려 있다는 기록238)으로 미루어 해당 조문을 《실록》에서
추출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選試’조항 아래 3-5+와 3-6+으로
수록한 바 있다.
236) 허흥식, 1986 〈승과제도와 그 기능〉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372쪽
237) 《명종실록》 11권, 명종 6년 1월 15일 癸卯 4번째 기사 ; 《명종실록》 13권, 명
종 7년 4월 12일 甲子 2번째 기사
238)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甲辰 3번째 기사, “蓋度牒選試之法 自
國初載諸《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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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두 조문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選試
3-5+. 各宗當抄選之時 多至七八十 少不下四五十.
【각 종은 抄選 때에 많으면 70-80, 적으면 4-50인을 선발
한다.】

3-6+. 禪敎各爲一宗 依文科鄕試之法 令各道置禪敎二學
當試年 選其精於學術者 升之僧錄司. 僧錄司更考其選 然後
移送禪敎二宗. 禪敎各宗 依舊抄選 入選取三分之一 以革冒
濫之弊.
【선종과 교종을 각각 1종으로 만들고 문과향시의 법에 의
거하여 각 도마다 선교 2학을 두게 한다. 試年에는 학술에
정밀한 자를 뽑아 승록사에 올리고, 승록사에서 다시 그
뽑힌 자들을 고찰한 후 선종과 교종의 2宗에 이송한다.
선·교 각 종은 옛 초선법에 의거하고, 입선은 그 1/3을 취
하여 모람된 폐단을 없앤다.】

위 3-5+, 3-6+ 조문은 選試와 관련한 내용이나 《실록》 상에 육전
에 수록되었다는 명확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抄選과 入選의 2차 시
험으로 치러지는 선시의 내용은 이후 《경국대전》까지 이어지며 《경제
육전》에 選試의 법이 실렸다는 《실록》 기록이 있으므로 육전에 실렸
던 내용으로 생각된다.
먼저 제시한 3-5+는 태종 14년 당시 시행되고 있던 抄選의 방식이
다. 3-6+는 새로 고쳐 入選을 추가한 選試 규정이다. 위 조문을 추출
한 원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밑줄 친 부분을 조합하여 위
3-5+와 3-6+의 조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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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헌부 대사헌 柳觀 등이 상소하였다. “가만히 보건대,
釋氏의 도는 선종과 교종이 있는데......근년에 각 宗에
서 抄選 할 때를 당하여 서투르게 배운 무리들을 취하
므로, 많으면 7,80명에 이르고 적어도 4,50명에 내려
가지 않습니다. 요행히 합격하면 이름을 이롭게 하기
를 꾀하고 寺社에 주지하기를 구하니, 어찌 처음에 법
을 세운 뜻이겠습니까? 빌건대 선과 교가 각각 한 종
을 만들고 문과 향시의 법에 의거하여 각 道에 선·교
2學을 두게 하고, 試年을 당하여 학술에 정밀한 자를
뽑아 승록사에 올리고, 승록사에서 다시 뽑힌 자들을
고찰한 후 선종과 교종의 2宗에 移送하도록 하소서.
그 초선의 수도 30인을 넘지 말게 하고 入選은 3분의
1만 취하여서 모람된 폐단을 없애소서.” 이를 六曹에
내려서 의논하니, 상소한 대로 시행하도록 청하였으므
로 그대로 따랐다. 다만 선종·교종의 각 宗은 옛 초선
법에 의거하고 그 입격자는 수를 정하여 시행하였
다.239)

위 기사는 태종 14년 당시 시행되던 抄選의 방식으로 이것을 ‘처음
에 立法’된 조문으로 보았다. ‘적으면 40-50, 많으면 70-80’이라는
초선 합격자의 수로 보아, 초선에서 선발하는 승인의 수를 규정으로
239)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4일 乙亥 2번째 기사 “司憲府大司憲柳觀等上
疏,......一, 竊見, 釋氏之道, 有禪有敎. 爲其徒者, 不能精學, 以究至一之理, 卒使其
法分裂而多門. 國家深慮其弊, 乃倂各宗寺社, 亦減其半. 近年各宗當抄選之時, 取
粗學之輩, 多至七八十, 少不下四五十, 僥倖中選, 以謀利名, 求住寺社, 豈初立法之
意乎? 乞令禪敎各爲一宗, 依文科鄕試之法, 令各道置禪敎二學, 當試年, 選其精於
學術者, 升之僧錄司. 僧錄司更考其選, 然後移送禪敎二宗. 其抄選之數, 毋過三十
人, 入選取三分之一, 以革冒濫之弊.’下六曹擬議, 請依疏施行, 從之. 唯禪敎各宗,
依舊抄選, 其入格者, 定數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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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기사 내용 그대로를 3-5 조문으로 수록하였다. 이 기사는
태종 14년의 것이므로, 抄選의 立法된 조문은 적어도 태종 12년의
《속육전》에는 실려 있었을 것이다. 기사에서는 초선에서 뽑힌 이들의
학술이 정밀하지 않은데도 名利를 구하여 초선만 보고도 寺社의 주지
등을 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選試도 文科鄕試의 절차를 적용
하자고 하고 있다. 즉, 각 道마다 선·교의 2學을 두고 여기서 試年마
다 抄選을 보게 하고, 그 합격자들을 승록사에서 고찰한 후 선종과
교종으로 보내어 入選을 치른다. 최종 합격자는 抄選 인원의 1/3만
뽑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기사는 태종 14년의 것이므로, 새로 정
한 조문은 세종 8년 《신속육전》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 종파는 7종이 있었다. 태종이 기존의 11종(혹은 12종)을 7
종으로 감축하고 242寺를 소속시킨 것은 앞서 살핀 바 있다. 위
3-6+ 내용에서 선교 2학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7종을 가르침별로 선
과 교로 분류하고, 각 宗 僧人은 자신이 해당되는 學에 가서 초선을
보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종 별로 초선을 뽑으면, 적을 때 280명,
많을 때 560명이 된다. 이 중 1/3만 입선시키는 것이니 최종 합격자
는 적을 때 93명, 많을 때 187명 정도가 된다. 곧, 태종 14년 이후에
는 3년에 한 번씩 시년마다 7종에서 93~187명의 승직을 받을 수 있
는 僧人이 새로이 배출되었던 것이다.
이 7종은 세종 6년 다시 양종으로 감축되며 이에 36寺가 소속된다.
이 때는 양종 초선에서 적을 때 80명, 많을 때 160명 정도가 뽑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1/3을 입선으로 뽑으면 대략 적을 때 약
27명, 많을 때 약 53명 정도가 뽑힌다는 의미이다. 곧 세종 6년 양종
체제 출범 이후에는 선종과 교종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시년에 27~53
명 정도의 승직을 받을 수 있는 僧人이 새로 배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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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로 보았을 때 종파의 수가 줄면 줄수록 3년마다 배출되는
選試 합격자의 수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 6년 이후에는
양종 뿐이므로, 기존 7종이 있던 태종대보다 3년마다 배출될 승직자
의 규모는 기존의 1/3 미만으로 축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데 세종 6년에는 승록사도 혁파되므로, 중앙 衙門에 들어갈 수 있는
승직자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다.240) 아울러, 각 종에 소속된 寺社로
만 주지를 파견한 것은 아니겠으나, 입선 합격자의 수는 대략 각 종
에 분속된 사사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정황도 보
인다.
요컨대 승직자를 뽑는 選試는 이르면 《원육전》, 늦어도 《속육전》
단계에는 법으로 성립되어 육전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의 법에는 초선 합격자의 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여 태종 14년에 문과 향시의 법을 따라 選試도 2단
계 시험 체제를 가지고 입선 합격자의 수를 제한하게 되었다. 이 조
문은 태종 14년 이후의 육전인 《신속육전》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그런데 선시는 종파별로 실시하므로, 최종합격자의 규모는 종파의
수가 줄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태조 6년 11종에서 7종으로, 세종 6년
7종에서 양종으로 종파가 감축되었을 때, 불교계 승직자의 규모도 대
폭 감소해 갈 것은 예견된 절차였다 하겠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 국가가 불교계의 기구를 축소하여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세종 6
년 양종으로의 감축과 승록사 혁파 조치는, 제도적으로 중앙 六曹 산
하에 불교 관련 기구를 두지 않게 된 조치이다.
세종의 승록사 혁파와 양종의 설치가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

240) 세종 6년 7종을 양종으로 줄이고 승록사가 혁파한 후, 중앙에 선종과 교종의
양종을 둔다. 그러나, 이들 양종은 국가의 중앙 기구에 소속된 衙門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와 관련하여는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
로 뒤에서 상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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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 할 때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先例가 필요하다. 조선이 법률뿐 아니라 불교 관련 정
책에 있어서도 도첩이나 정전, 승록사의 예조 屬衙門化 등은 명나라
의 예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기 명이 승록사를 통치체제 내에 확실히 예속시키며 승록사 내의
僧을 세속의 조직에 준하여 관료화 해버렸다면, 세종은 태종대 취했
던 승록사의 속아문화를 번복하고 국가 기구에서 승정기구를 아예 떼
어내버리며 양종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고려시
대 승록사가 설치된 이래 거의 500여 년 동안 존재하던 중앙 衙門으
로서의 불교기구를 혁거한, 대단히 과감한 시책이었다.
이후 새로 출범한 선교 양종은 예조의 屬衙門이라거나 국가의 중앙
기구 내에 속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이제 승직의 제수나 주지 임명
등 僧政 결정권은 吏曹가 쥐고 있으며, 승록사에 이어 새로 출범한
양종은 중앙 아문으로서의 격을 획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選試에서 3년마다 배출될 승직자의 규모는 기존에 비해 1/3 미만으
로 감축되어, 전체 승직자의 규모도 점차 축소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승직은 여전히 왕으로부터 제수받는 爵秩임은 변화가 없다.
물론 승직자는 승록사 폐지 이후 중앙 아문에 소속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여전히 승직의 고신은 吏曹의 서경을 거쳐
국왕의 官敎로 제수되었다. 도첩승은, 선시를 통해 승직을 제수 받을
수 있고 환속 후 특전으로서 관직을 받고 仕宦을 보장받는 존재였다.
도첩승의 자격이 오직 ‘지배층 자제로서 재력을 겸비한 출가 자원자,
양반 자제’에게 주어졌음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처분은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다만 이 시기는 도첩승이 제한되는 만큼 승직의 규모도
제한되기 시작하였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육전》만을 가지고 승직을 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승직과 세속 관품의 상관성을 따져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사는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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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등장한다. 따라서 ‘승직’은 《경국대전》의 규정까지 살핀 후 ‘僧
階’와 더불어 그 의미를 살피고 《실록》과 법전의 기록들을 종합하여
Ⅲ장에서 상세한 서술을 이어가고자 한다.
위와 같은 조처들은 15세기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조
선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예의 명분에 맞는 일관된 국가 체제를 구축
하려 했는지의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이제 ‘출세간’을 관할하던
‘출세간적 중앙 아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은 처음에는 명나라와
같이 승록사를 예조의 속아문화 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통제력을 높
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록사를 폐지하고 종파를 감축하
여 승직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중앙 조직에서 불교 기구를 탈락
시켰다.
기존 고려의 僧政이 불교적 명분을 의식하여 승에 대한 통제와 우
대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었다면, 이제 조선은 승에 대한 통제와 중앙
에서의 배제를 지향하였다. 제도적으로 중앙의 통치 기구 내에서 출
세간 승을 배제하는 것은, ‘출세간’이라면서 현실의 정치권력과 긴밀
하게 얽혀있는 관계망을 끊어 내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이러니하
게도 이러한 조선의 조처는, ‘출세간 승’이라는 불교적 명분에서 벗어
나는 것도 아니었다. 때문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의 명분으로 淸淨
寡欲을 宗旨로 삼는 불교의 가르침에도 합당하다는 발언이 나오는 것
이다. 적어도 僧政을 다루는 조선의 태도는, 유교적으로도 불교적으로
도 정치적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제도적으로는 이전 사회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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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經國大典》 체제 하의 僧
1. 《經國大典》과 그 불교 관련 규정
《經國大典》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조선시대 법의 기본 골격이
된다는 면에서 그 성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
다. 《경국대전》은 《經濟六典》에 이어 오랜 준비를 거쳐 완성한 조선
의 두 번째 공식 법전으로 평가받는다.1) 《경제육전》이 고려적 法令選
集이라면 《경국대전》은 하나의 규범 체계로 설정된 萬世의 成法으로
고려와 조선의 시대를 가르는 법전2)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僧을 논하기 위해 《경국대전》에 수록된 불교관
련 조문들을 발췌하고 대전 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僧尼의 지위와
1) 조선시대 법전과 관련한 연구들은 《경제육전》이 《경국대전》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
계였다는 전제를 대부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는 먼저 일인학자
나이토 키치노스케[內藤吉之助]가 1937년 발표한 〈經國大典の難産〉, 京城帝國大
學法學會 編 《朝鮮社會法制史硏究》, 岩波書店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법전으로는 경제육전을 들어야 하겠지만 경제육전은 어디까지나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본들 중의 하나이므로 경국대전을 첫 종합법
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라고 하여 《경제육전》을 《경국대전》으로 가는 과도기적
법전으로 보고 《경국대전》을 최초의 종합법전으로 평가한 바 있다. 법제사 연구자
인 박병호 역시 ‘《경국대전》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 성문 법전’이라고 평한
것은 윤국일과 유사한 맥락의 평가라고 생각된다.
2) 內藤吉之助, 1937 〈經國大典の難産〉, 京城帝國大學法學會 編 《朝鮮社會法制史硏
究》, 岩波書店, 157쪽. 이 글에서 나이토는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차이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제육전》이 고려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령의 모음
집이라면 《경국대전》은 만세의 성법으로 작용하도록 고안한 지극히 조선적인 법전
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국대전》에 실린 규정도 대개 《경제육전》의 법제가 많다고
평가하여 여러 법조문의 기원을 고려로 소급하였다. 이는 법의 연속성을 중시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이상에 대한 결론을 얻기까지 나이토는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조선 법전 연구의 기초를 다진바 있다. 때문에 해방 이후 관련 연구들은 나
이토의 기초적 연구의 토대 위에서 《경국대전》 연구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만, 나이토는 《경국대전》이 세조 개인의 역량 하에 이루어 졌으
며 우리 민족에게 깊이 뿌리박힌 영구적 법에 대한 의도(민족성)가 반영된 것이라
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여타 日人 학자들과 더불어 식민통치 합리화의 도
식 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3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국대전》은 《경제육전》의 체제를 계승하면서도 그 형식과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육전》은 책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형의 구성이 불가하나 여러 연구들에서 《실록》을 통해 그
내용을 추적하고자 하였다.3) 그 결과 《경제육전》은 이름에서 드러나
듯 일련의 육전 체제를 갖추고 그 아래 항목을 두어, 해당되는 항목
아래 受敎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는 방식으로 편찬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수교가 내려지면 이를 해당 항
목 아래 계속 수록하는 형식으로 간행되었고,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나오는 수교를 다시 집대성하고 내용이 충돌되는 수교를
논의하여 체계상에 모순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 매 왕대마다 반복되었
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續典, 謄錄 류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반해 《경국대전》은 종래 속록이나 등록의 형식으로 증보하던 《경제육
전》의 편찬 방식에서 탈피하여 항구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일 법전
을 편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4)
이 《경국대전》은 육전의 체제를 갖추고 조선 통치의 기본 규범으로
기능하였다.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가경영의 상징적 징표였으며, 중앙
집권체제 재정비 측면에서 신국가 조선의 국가적 성격을 법제적으로
압축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경국대전》의 편찬과 간행은 《경제육
전》의 경험을 토대로 세조대 《경국대전》 편찬의 틀이 갖추어지며, 예
종과 성종대 수정, 간행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편찬과 수정이 이루어
진 만큼 조선의 국가체제 정비과정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법전의
편찬은 단순한 법조문의 정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법제의
신설과 개정을 事後的으로 마무리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법전의 편찬
은 실제 정치사회적 변화와 긴밀히 연관된다.5)
3) 《경제육전》 관련한 대표적 연구 성과는 본 논문 2장 1절 참조
4)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90, 신서원 영인본), 69쪽
5) 정호훈, 2004 〈조선전기 법전체제의 정비와 《경국대전》의 성립〉 《조선건국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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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법전으로서 《경국대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풍부한 편이다. 《경제육전》에 이어 《경국대전》의 연구는 앞서 언급한
육전 조문의 추적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조명되고 문제 제기가 이루
어진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법 이념이나 법 사상,6) 법전 편찬의 원
리,7) 국역,8) 주석9)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관련하여 상당
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풍부한 연구사에도 불구하고 법전 자체에 대한

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49쪽
6) 관련하여 해방 후 가장 대표적인 법제사 연구는 전봉덕과 박병호, 1968 《한국법
제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1983 《한국법제사고》, 법문사를 꼽을 수 있다. 특
히 전봉덕은 법조계에서 퇴직한 후 《경제육전》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실
록》에서 약 천 여 개의 조문을 뽑아내어 1989 《경제육전습유》, 아세아문화사를
편찬한 바 있다. 현재 법학 분야에서 나온 많은 연구들은 전봉덕, 박병호의 연구
를 가장 기초적이고 선구적인 성과로 인용하고 있다.
7) 조선초 법 사상이나 법전 편찬 과정과 관련하여 역사학 분야에서는 윤국일, 이성
무, 김인호, 도현철, 윤훈표, 임용한, 오영교 등 여러 연구자들이 치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들은 논문으로 발표되었을 뿐 아니라 저서로 함께 묶이
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윤국일, 앞 책 ; 이성무, 1990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역사학보》 125 ; 윤훈표･임용한･김인호, 2007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안 ; 오영교 편, 2004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 체제의 형성》, 혜안이다.
8) 《경국대전》의 國譯은 법제처에서 처음 간행하였다. 법제처는 1962년에 경국대전
을 上･下권으로 나누어 《法制資料誌》 4집･6집에 국역해 실었다. 이것을 부산일보
사에서 단권의 책으로 묶어 발행하였는데, 이를 다시 1978년에 일지사에서 출간
하였고(법제처, 1978 《經國大典》, 일지사) 이후 수요가 계속 있자 1993년 한국법
제연구원에서 활자를 좀 더 크게 하여 재출간하였다(법제처, 1993 《經國大典》, 한
국법제연구원). 이후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5 《譯註 經國大典
飜譯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이 출간되었고 이어 북한에서 윤국일, 1986 《경국대
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나왔다. 이 중 윤국일의 번역은 1990년 신서원
에서 <북한국역총서>로, 1991년 여강출판사에서 영인본으로 출판되었던 것을,
2001년 여강출판사에서 《역주 경국대전》이라는 서명으로 재출간하였다. 현재
krpia.co.kr에서 《역주 경국대전》의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韓國古典國譯委員會, 1960 《國譯 大典會通》, 高麗大學校出
版部를 간행한 바 있어 참고가 된다.
9) 《경국대전》의 주석은 법제처에서 낸 《경국대전》 번역 주석이 일차적이며 이후 韓
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7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韓國精神文化
硏究院이 출간되었다. 이 외에 특정 부문 별로 주석이 이루어졌다. 〈吏典〉의 경우
김성준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동방학지》74~88에 〈經國大典 吏典 註釋〉
(1)~(9)를 연재하였다. 〈兵典〉의 경우, 이종일 외, 1995 《대전회통 연구 –병전편
-》, 한국법제연구원이 있는데 《경국대전》의 원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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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치밀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사실 《경국대전》 연구와 관
련하여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경국대전》의 시기별 판본에 따른
글자의 출입문제이다. 즉 《경국대전》은, ‘현재 모든 유통본이 乙巳年
《경국대전》의 동일한 본’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가 통용되어 판본
자체에 대한 검토 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위와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먼저 《경국대전》 완성까지의 단계
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국대전》은
세조가 그 편찬을 시작하였다. 먼저 백성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호전과 형전의 편찬을 우선 추진하였는데, 세조 5년 《경제육전》의 호
전과 형전을 회수토록 하고 새로운 호전과 형전을 반포하였다.11) 대
전의 편찬을 시작한 이래 법전 전체에 대한 일차적인 마무리를 본 시
점은 세조 12년 丙戌년(1466)으로 보이는데 이는 반포되지 못하던 것
으로 평가된다. 미반포의 대전이나 처음으로 체제를 완성했다는 면을
사서 이른바 《丙戌대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세조 사후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바로 법전의 수정에 들어간다. 곧
예종 1년 기축년(1469) 9월 그 수정 편찬이 마무리되었다. 이 시기
《경국대전》은 불교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내용이 수정되
었던 것으로 본다.12) 이 때 徐居正이 〈經國大典序〉를 崔恒 등이 〈進
經國大典箋〉을 써서 올려 대전에 수록하였으며 이는 이후의 대전에서
도 교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리게 된다. 이 대전은 이듬해인 1470

10) 朴秉濠, 1974 〈經國大典의 編纂과 頒行〉,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9에서 ‘오
늘날 전해 오는 經國大典은 이 乙巳大典이며, 그 이전의 經國大典과 大典續錄은
전해 오지 않는다’ 라고 언급한 이래 《경국대전》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재 모
든 판본은 乙巳대전의 판본으로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이성무, 1990 〈《經國大典》의 編纂과 《大明律》〉, 역사학보 125 ; 한
상권, 1994 〈자료소개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 ; 주우영, 2003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서울대 박사논문 ; 규장각 《경
국대전》 해제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이 전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11)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17일 辛卯 2번째 기사
12) 정호훈, 앞 논문,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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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그 본격적 시행을 보기 전에 예
종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편집과 서, 전까지 찬술을 마무리하
여 반포하였다고 하므로, 대체로 이 대전을 최초의 경국대전으로 보
고 있으며, 편찬된 해의 간지를 따라 이른바 《기축대전》이라 부른
다.13) 성종대에 내용상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나, 형식상 일차적으로
대전 체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종은 즉위 직후 校正廳과 勘校廳을 설치하여 대전을 교정, 보완
하는 작업을 하고 동왕 1년(1470) 10월에 교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
때 아직 반포되지 못한 條件은 다음해인 辛卯年부터 시행하기로 정하
였다. 이것을 이른바 《신묘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축대전》
과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다. 즉, 대전은 기축년에 편찬되었으므
로 《기축대전》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14) 기축년과
辛卯년에 각각 별개로 대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15)
기축대전 이후에도 지속적인 편찬과 수정 작업이 진행된다. 성종 5
년(1474) 정월에 改撰한 《경국대전》을 頒行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갑
오대전’이다. 갑오대전의 반행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대전에 실리지
못한 72개 조목을 《續錄》으로 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 처음 등장
한 《속록》의 형식은, 이후에도 적용되어 법 조항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질 경우 대전의 원문을 고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속록》의 형식
으로 보완해 나가게 된다.16)
13) 한상권, 1994 〈자료소개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
사와 현실》 13, 304쪽
14) 윤국일, 1998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신서원, 111-112쪽. 윤국일은 《실록》에서
반복적으로 ‘己丑年頒降大典’이라는 표현이 나오므로(《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4일 己未 5번째 기사 ;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30일 乙酉 3번째 기
사) 당시인들도 기축대전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상권, 정호훈 등의 논
의 역시 이 시기 법전을 《기축대전》으로 보고 논지를 풀어가고 있다.
15) 羅用植, 1995 〈經國大典의 編纂沿革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 13 ; 韓國精神文
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5 《譯註 經國大典 飜譯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서문 참조 ; 韓㳓劤, 1987 〈해제〉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 정긍식, 앞 책
16) 이러한 원칙은 이른바 조종성헌주의로서, 이미 앞 장의 《경제육전》 편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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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대전 반행 이후에도 대전의 감교작업은 지난하게 계속되는데,
이 작업은 성종 15년(1485) 12월에야 끝이 난다. 이 때 그동안 내렸
던 수교와 속록을 추록하고 정리하여 《경국대전》을 최종 마무리 지었
는데 이것이 바로 《경국대전》의 완성본인 ‘을사대전’이다. 성종은 이
후 다시 법조문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大明律의 예에 따라 논죄
한다고 하여17) 더 이상의 개정을 엄금하였다.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
의 판본은 이 성종 16년의 乙巳대전으로, 글자의 출입은 있을지라도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존 《경국대전》 유통본들은 저마다 글자의 출입이 있어 내
용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조문들이 있다.18) 이는 단순히 《경국대전》
이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되어 간행되었다는 내용과는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의 최종 완성본을 성종 16년에 시행된 《을사대전》
으로 보았을 때, 그 乙巳대전이 이후 수차례 번각되는 과정에서 글자
의 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조문에 대한 번각본들의 글자
출입이라면 그것이 단순 오자인지 의도적 수정인지, 원 조문의 추적
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치밀한 고증 없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경국대전》의 최종 조문 내용이 명확히 확정되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탄탄한 기초연구가 선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연구 대상의 원
형을 간과한 것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는 불확실한 전제 위에서 연
구를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는 《경국대전》의 불교 관련 조문을 추출하고 시기별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조문을 교감하였다. 교감에 사용된 《경국대전》 판본

서 살펴본 바 있다. 태종대 《속육전》을 편찬할 때 태조대의 《원전》과 내용이 부딪
히자 대부분은 《원전》의 내용을 따르되 어쩔 수 없이 고쳐야 하는 것은 《원전》
본문 아래 각주로 다는 원칙이 만들어 졌던 것이다.
17) 《성종실록》 165권, 성종 15년 4월 8일 甲子 2번째 기사
18) 《경국대전》 판본의 검토와 조문 글자의 확인과 관련한 내용은 별고로 발표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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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고를 위한 《大全通編》 《大典會通》은 아래와 같다. 《대전통편》
《대전회통》은 《경국대전》의 내용을 수록한 후 조문을 덧붙이는 방식
으로 법전을 편찬하여, 乙巳년에 최종 완성된 《경국대전》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표 11. 검토 대상 《경국대전》과 그 서지사항
소장처

①

②

③

④

김민영(개인
소장)

판본
연대
[1470년]

권사항
1책 1권
(예전)

국립중앙도

[16세기

2책3권

서관

전반]

(이･호･예전)

버클리동아
시아도서관

규장각

만력
31년(16

6권4책

03)
[만력
41년(16

6권3책

간기

-

경국대전
종류
신묘대전

萬曆三十一年
三月日新刊

-

을사대전

13)]
⑤

⑥

⑦

⑧

규장각
버클리동아
시아도서관
국립중앙도
서관
국립중앙도
서관

1668

6권3책

1721

6권4책

1785

6권5책

1865

6권5책

戊申三月平壤
府開刊
辛丑六月日芸
閣鑄字重印
乙巳孟冬
嶺營開刊
乙丑補輯
中外印頒

대전통편

대전회통

※ [

]는 추정

위의 본 외에 대교할 수 있는 몇 가지 본이 더 있기는 하나, 간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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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나 판의 종류에 있어 위의 본에 대부분 수렴되므로 번거롭지 않
도록 이상의 본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위 표에서 제시한
《경국대전》의 6가지 판본과 《大全通編》·《大典會通》에 수록된 《경국대
전》 원문을 비교하였다. 대전의 조문은 《을사대전》에서 반포된 불교
관련 조문 내용과 글자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물
은 본고 말미 《부록 2》로 제시하였다.
《경국대전》은 판본마다 글자의 출입이 있어 내용상 차이가 있다.
乙巳년 대전으로 알려져 있는 현존 《경국대전》 유통본들은 저마다 글
자의 출입이 있어 어느 판본을 참고하는가에 따라 결정적 해석의 차
이를 유발하는 것이다. 글자에 따라 단순 誤字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문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불교
관련 조문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이 때문에 기 연구 성과마다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정보를 싣고 있는 것이다.
위 《경국대전》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현존하는 《경국대전》은 두 개의 층위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경국대전》의 최종 간행본인 《을사대전》과 그 이전의 대전인 《신묘대
전》이고, 다른 하나는 《을사대전》 내에서 복각된 간행본들이다.
전자의 경우, 법전을 새로 간행하면 이전의 간본을 회수하였으므로
《을사대전》 이전판본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이해되었는데, 그 이전의
판본이 발견된 것으로 위 표의 자료 ①에 해당한다. ①은 그 구체적
내용이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책인데 이번에 처음 검토하여 소개하
게 되었다. 검토 결과 ①은 《신묘대전》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그 내
용상 전체적으로 《을사대전》과 내용상의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불
교 관련 조문에서 ‘도승’ 역시 《을사대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자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대전의 판본은 모두 乙巳대전으로 내
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토 결과 乙巳대전이 여
러 차례 간행되면서 책마다 글자의 출입이 생겼다는 점을 확인할 수

220

있었다. 글자의 출입은 현재 연구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쳐 같은 조문
에 대한 다른 내용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불교 관련 조문들에 보이는 글자 출입을 판본
별로 표시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해당 조문의 전체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라.

표 12. 판본별 불교 관련 조문 글자 차이
〈吏典〉
정2품아문 육조
호조
문선사

〈刑典〉

〈禮典〉 度僧

禁制

丁錢價

薩‘怛’陀

‘拈’頌

‘輸’齋物

-

30

怛

拈

-

貢賦

僧職

30

怛

拈

-

③

貢賦

僧職

20

怛

枮

輪

④

貢職

僧職

20

怚

拈

輸

⑤

貢賦

僧職

30

怛

拈

輸

⑥

貢賦

贈職

30

怛

拈

輸

⑦

貢賦

贈職

30

怛

拈

輸

⑧

貢賦

贈職

30

怛

拈

輸

貢‘賦’

‘僧’職

①

-

②

위 표에서 회색 칸의 내용은, 여러 정황상 오류임이 드러나는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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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경국대전》 판본별 불교 관련 조문의 글자 차이를 보여주는
위 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다만, 아래의 판단들은 불
교 관련 조문을 비교한 결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첫째, ①, ②본 모두에서 《경국대전》 〈예전〉 度僧의 丁錢價를 정포
‘30필’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사실 정포 ‘20필’ 혹은 ‘30
필’은 그간 학계에서 혼란을 거듭해온 대표적인 정보이다. 이 논란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禮典 度僧條의 도첩 관련 3-1조문이
현실에서 작동하던 당시의 판본인 ①, ②본 모두가 동일하게 30필이
라고 수록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즉 ①, ②본은 도첩제가 시행
되던 시기의 판본이고, ③, ④본은 17세기 이후의 본이므로 度牒制가
현실에서 행해지지 않던 시기의 본 판본인 것이다. 실제로 성종대
《실록》 기사에서 정전을 ‘20필’로 기록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경국대전》에 ‘30필’의 정전 규정이 있다고 기록할 뿐이다.19) 따라서
③, ④본의 ‘20필’은 글자의 誤記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전체 판본의
흐름으로 보아 ‘20’필이라고 수록한 ③, ④본이 예외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그간 학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판본으로 생각되어 온 규장
각 소장 ④ 사고본은 상대적으로 글자의 오류가 많은 판본이라는 점
이다. ④본과 더불어, 전체 판본 자료 중 전질을 갖춘 善本으로서 ③
본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誤字를 보이고 있다. ③④본 모두 자료 접
근이 용이한 완질의 선본이어서 대표적으로 열람되는 본들이다. 특히
④본은 內賜本이며 史庫 보관본이다. 때문에 완질의 선본이며 내사본
으로 사고에 보관되도록 내려진 ④본에 대한 신뢰는 그간의 연구 성
과에서 당위로서 전제할 정도로 굳건한 것이었다. 관련한 거의 모든
연구 성과가 규장각 소장 ④본을 열람하고 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
19)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6일 乙酉 5번째 기사 ;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4일 癸亥 1번째 기사 ;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庚子
6번째 기사 ; 《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7일 己酉 2번째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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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번역한 《경국대전》 역시 저본이 이 ④본임은 앞에서 지적한
그대로이다. 대체 왜 이런 본에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오류가 나고 있
는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판본의 간행연대를 통해 그 까닭을 추정해 볼 수 있
다. ③본은 만력 31년(1603), ④본은 만력 41년(1613) 간행본이다.
즉, 이 본들은 壬辰왜란 직후 국가의 많은 전적이 소실되자 국정 수
행의 필요를 위해 급하게 찍어낸 본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본들을 찍어낸 기관은 중앙에서 활자의 주조와 서책 간행을 전담하던
校書館이 아니었다. 교서관은 전란의 영향으로 임란직후부터 16세기
전반 내내 근 50여 년 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교서관
을 대신하여 임시로 인쇄와 출판 기능을 담당하게 된 기구는 훈련도
감이었다. 훈련도감 역시 임란 직후 설치된 임시 군사기구였는데, 갑
작스레 설치되는 바람에 운영경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가 없었다. 훈
련도감은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유휴 병력을 활용하
여 목활자를 만들고 책을 인쇄하여 경비의 부족을 충당하였다.20) 훈
련도감에서는 임시로 나무활자를 만들어 각종 서책을 간행하게 되는
데, 시문집을 비롯하여 대중을 위한 판매용 출간은 물론 전후 국가
전적의 복구를 위한 출간도 담당하였다. 훈련도감의 이러한 출간활동
이 壬辰왜란 후 혼란기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21) ④본의 경우 훈련도감자로 간행된 점을 미루어 이 시기
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③④본이 정전가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글자의 오류가 많은 것은
壬辰왜란 직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출간이었기 때문
이다. 더구나 교서관과 같은 전담기구에 의한 간행이 아니었으므로
간행 시 글자에 대한 정밀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20) 김두종, 1966 〈壬辰亂後의 活字印本- 實錄字와 訓練都監字〉 《震檀學報》 29·30,
343-348쪽 ; 천혜봉, 1993 《한국목활자본》, 범우사, 42쪽
21) 송정숙, 2009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ㆍ출판 활동〉 《서지학연구》 42,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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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서관이 다시 제기능을 하게 되는 현종 이후의 판본에서는 기
존에 판본에서 보이던 실수에 가까운 글자 오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셋째, 18세기 간행된 ⑥본 이후의 자료에서 吏曹 文選司가 담당하
던 “僧職의 제수와 고신” 부분의 ‘승직’이 ‘贈職’으로 바뀌게 된다. 이
변화가 당시 이조에서 승직의 고신과 제수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서인
지 단순 오류인지는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므로 나중을 기약해 보기로 한
다.
이상에서 《경국대전》의 여러 판본들의 간행 시기를 검토하고, 불교
조문 내에서 판본간 글자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① 보물본은
乙巳대전 이전의 《신묘대전》임이 밝혀졌으며, ②본은 15세기가 아닌
16세기 간행 《을사대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을사대전》 판본 내
에서 나타나는 글자의 차이는 주로 壬辰왜란 이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급하게 간행된 ③, ④본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학계의 신
뢰도가 높은 ④본은, 적어도 불교 관련 조문의 기록에서 오류가 많으
므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다음에서는 이상에서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경국대전》 내 승 관련
조문의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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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度僧 조항의 확정과 度牒式
1) 度僧 최종 조항의 확정

《경국대전》에서 僧과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度僧 조항 내의 최종 조문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경국대전》의 최종
본인 《을사대전》 度僧 조항은 앞에서 제시한 《경국대전》 3-1 ~ 3-4
의 네 가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는 예전부터 이 度
僧의 조문 구성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다. ‘度僧’이란
나라에서 僧을 출가시키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흔히 보는
《경국대전》, 즉 《을사대전》 度僧 조항에는 도첩을 주어 승을 출가시
키는 절차 뿐 아니라, 選試에 대한 규정, 住持 임용 방식과 주지 임
기에 대한 규정, 주지가 犯法을 저지를 경우에 대한 처벌, 주지 교체
시 사찰 재산 보전에 대한 규정 등이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다. 때문에 과연 ‘度僧’이라는 항목의 개념이 選試와 주지 임명 및 처
벌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였다.
그런데 이번에 《경국대전》의 판본을 검토하던 중, ① 보물본을 접
하게 되면서 《을사대전》 도승 조항의 복합적인 내용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얻은 바 있다. 이는 《경국대전》 度僧 조항의 최종 조문 구
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단서를 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① 보물본 《신묘대전》과 ②본 이하 《을사
대전》으로 나누어 도승 조항의 내용을 비교하고 《을사대전》 도승 조
항의 조문 구성이 어떻게 성립된 것인지 추정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②본 이하 《을사대전》 내에서 판본 간 글자 비교를 통
해 度僧 조항 내 조문 내용을 정확히 확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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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大典》과 《乙巳大典》 〈禮典〉 度僧 조항 조문 구성의 차이

앞 절에서 《경국대전》은 일반적으로 《을사대전》만 남았다는 통설
과 달리 乙巳년 이전 본인 ① 보물본 《신묘대전》이 남아있음을 보았
다. 현존하는 《신묘대전》은 《을사대전》 이전 本으로 〈禮典〉만 남은
결본으로 〈예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① 보물본 《신묘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검토본은 모두 《경국대전》의
최종 완성본인 《을사대전》이다. 이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예전〉
은 내용상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불교 관련한 조항인 度僧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두 대전의 도승 내용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3. 《辛卯大典》과 《乙巳大典》 〈度僧〉 조문 비교
《신묘대전》의 〈度僧〉

《을사대전》의 〈度僧〉

3-1. 승이 된 자는 3개월 이내

3-1. 승이 된 자는 3개월 이내

에 선종이나 교종에 신고하여 불 에 선종이나 교종에 신고하여 불
경

외우기를

시험하고【《심경》 경

외우기를

시험하고【《심경》

《금강경》 《살달타》】 본조(예조) 《금강경》 《살달타》】 본조(예조)
에 보고하여【사천은 본래 주인이 에 보고하여【사천은 본래 주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에게 원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에게
보고하여 정전을 거두고【정포 30 보고하여 정전을 거두고【정포 30
필】 도첩을 발급한다.【석 달이 필】 도첩을 발급한다.【석 달이
지나면 족친이나 이웃이 관에 신 지나면 족친이나 이웃이 관에 신
고해서 환속시켜 (역에) 뽑히게 고해서 환속시켜 (역에) 뽑히게
한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 한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
우 함께 죄준다. ｏ도첩을 빌린 우 함께 죄준다. ｏ도첩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현대관방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현대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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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면률’로 논한다.】

패면률’로 논한다.】
3-2. ○ 선종과 교종은 3년에
한 번 選試를 치른다. 선종은
《전등》 《염송》을, 교종은 《화엄
경》 《십지론》을 시험하여 각각
30명씩 뽑는다.
3-3. ○ 여러 寺의 주지는 양
종(선종과 교종)에서 몇 사람을
천망하여 본조(예조)에 보고하고
이조에 공문을 보내면 뽑아서 임
명해 보내되, 30개월이면 교체한
다. 만일 (주지가) 죄를 지은 바
가 있으면 양종이 본조(예조)에
보고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다스린다. (주지가) 간음을 범한
자는 천거한 승도 함께 연좌시킨
다.
3-4. ○ 주지 교체 시에 맡은
것을 인수인계한다. 깨지거나 잃
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값을 징수
한다.
※ ( )는 필자 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乙巳년 이전의 ① 보물본 《신묘대전》
〈禮典〉 度僧과 《경국대전》 최종본인 《을사대전》 〈禮典〉 度僧을 비교
해 보면,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인다. 《을사대전》에는 3-1 ~ 3-4의 조
문이 모두 실려 있는 반면, ①에서는 3-1의 도첩을 받는 것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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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만 실려 있고 3-2 ~ 3-4의 조문은 실려 있지 않다. ① 보물본은
왜 3-1의 조문만 싣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하여는 질문을 바꾸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조
문 3-2, 3-3, 3-4가 왜 《을사대전》 도승 조항에 실리게 되는가?’가
더 적합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3-1 ~ 3-4 조문 중 ‘度僧’이라는 조항
에 적합한 내용은 오직 3-1 조문 뿐이기 때문이다.
‘度僧’이란 나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僧을 출가시킨다는 의미의
제도적 용어이다. 따라서 ‘度僧’의 조항은 국가에서 규정한 승이 되도
록 그 절차를 수록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위 3-1의 조문에서 보
이는 것처럼 도승 시 시험 과목이나 丁錢, 상부 기관으로의 보고 과
정, 도첩 발급까지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을사대전》 도승 조항에 수록된 조문 3-1 ~ 3-4 중 ‘도승’의 의미
에 부합하는 내용은 도첩을 받는 절차를 규정한 3-1 뿐이다. 3-2는
選試, 3-3은 住持 임용과 범죄 처벌, 3-4는 주지가 주석했던 절의 재
산 파손과 보상에 대한 규정으로, ‘度僧’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성종 2년의 《신묘대전》 禮典 度僧에는 도승의 절차를 규정
한 조문 3-1만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종 16년 《을사대전》에
서22) 도승 외의 내용으로 애초에 없었던 조문 3-2 ~ 3-4가 덧붙여
수록되는 것이다.
《경국대전》 〈禮典〉 度僧의 내용이 왜 이런 변화를 보였는지 그 과
정에 대해서는 《실록》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그러나 왜 현재 《경국대전》 〈禮典〉 度僧과 같이 복합적 형태로 도승
조문이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도승의 각 조문의 성립을 추적해 보
기로 한다.
22)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사이의 대전인 《갑오대전》에서 내용이 추가되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갑오대전》은 현존하지 않아 명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존본인 《을사대전》을 기준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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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가된 3-2 ~ 3-4 조문이 《신묘대전》 이후에 만들어져서 추
가되는 조문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조문의 성립 시기를 찾아보기
로 하자.
첫 번째로, 選試와 관련한 3-2 조문은 乙巳년의 《경국대전》에서 갑
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度牒과 選試의 법이 國初부터 육전에 실려
있다는 기록23)과 같이 度牒과 選試는 《경제육전》 단계에서부터 별개
의 조문으로 수록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도첩을 주는 법은 《경제육
전》 3-1, 3-2 조문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경제육전》 3-1,
3-2 조문은 이후 《경국대전》 3-1조문으로 변화하여 이어진다. 選試
에 대한 규정 역시 《경제육전》의 3-5+, 3-6+에서 보이는 바이다. 후
술하겠지만, 이 《경제육전》 3-5+, 3-6+의 규정이 《경국대전》의 3-2
조문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住持의 임명 및 임기, 犯法의 처벌 등과 관련한 《경국대
전》 3-3 조문을 보자. 이 경우 《실록》에서 이 조문에 해당되는 《경제
육전》 조문을 찾기가 어려웠다. 대신 세종 후반에 해당 조문이 정해
진 근거 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다음을 보자.

가) 의정부에서 吏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禪宗
과 敎宗 寺社의 住持를, 그 宗에서 戒行이 있는 자로 뽑
게 하소서. 한 번에 3인을 천망하고 吏曹에 보고하여 임
명하게 하되 임기는 30달로 한정하여 교체하소서. 주지
가 법을 범한 것이 있는 경우 각기 그 宗에서 탄핵하여
예조에 보고하고 죄를 논하여 파출토록 하소서. 범죄가
중한 자는 천망하여 보고했던 僧도 또한 아울러 죄를 주
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4)
23)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甲辰 3번째 기사, “蓋度牒選試之法 自國
初載諸《六典》.”
24)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9일 庚辰 1번째 기사, “議政府據吏曹呈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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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세종 29년 吏曹의 건의로 兩宗의 주지 임명 방식과 임
기, 법을 어긴 주지의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의 내용
은 《경국대전》 예전 도승의 3-3 규정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곧
3-3 조문은, 이 세종 29년의 처분이 법제화하여 대전에 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경국대전》 조문 3-4의 경우를 보자. 공교롭게도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진 처분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찰의
재산에 대한 주지의 전횡은 이미 고려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
제였다.

나) 僧選·僧職의 법이 세상에 성행하게 됨에 따라,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앞을 다투어 각 사찰의 住持를
희망하여, 전토의 조세와 노비의 공납을 私用으로 하여,
불의의 일을 자행하여 온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 것입니
다.25)

위 기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지의 사찰 재산에 대한 착복과
전횡은 번번이 제기되는 불교계의 폐단이었다. 세종 6년 승록사 혁파
와 종파 감축이라는 큰 결단이, 고위 승직자 혹은 住持의 사찰 비용
유용 사건을 빌미로 시작되었음을 상기한다면26) 사찰의 재정을 전담
하는 주지에 대한 단속 요구가 없지 않았음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
나 3-4 조문의 내용이 성립되는 기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해당
조문의 정확한 성립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3-4 조문이 세종대를
禪敎兩宗寺社住持, 令其宗擇僧有戒行者, 一望三人, 報曹差下, 遞期以三十朔爲限.
住持有所犯者, 各其宗擧劾報禮曹, 論罪罷黜; 所犯重者, 望報僧, 亦幷科罪." 從
之.”
25)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9일 辛卯 1번째 기사
26) 본고 Ⅱ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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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하여 성립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국대전》 3-2, 3-3 조문은 유사한 조문이 이미 세
조대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4 조문 역시 명확한
근거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주지의 전횡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세종
대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아, 관련 내용이 이미 조문으로 성
립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2 ~ 3-4의 조문이 《신묘대전》
이후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묘대전》에는 없고 《을사대전》에만
수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문제는, 이미 다 성립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3-2 ~ 3-4의 조문이
현재 《신묘대전》 禮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데에 있다. 대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관련하여 우선, 이 조문들이 《신묘대전》 〈禮典〉이 아닌 다른 곳에
실렸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을사대전》에 수록된 3-1 ~ 3-4의
네 조문들은 사실 서로 다른 성격의 것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3-1 조문은 도첩을 받으려는, 제도적으로 세속의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다. 전술했듯, 도첩을 주는 법은 원래 예조가 담당하던 것
이었으므로 3-1 조문은 도승 조항에 가장 적합한 조문이라 할 수 있
다.
반면 3-2, 3-3, 3-4는 이미 도첩을 받고 출가한 僧 내부의 일을 대
상으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조문 3-1과 3-2, 3-3, 3-4는 적
용 대상 자체가 다른 규정이다. 또한 조문의 내용을 뜯어보면 3-2는
選試, 3-3은 주지 임용과 그 임기 및 犯法 처벌, 3-4는 주지 교체 시
사찰 재산의 인수인계와 배상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3 조문은 吏曹의 첩정으로 올라온 사안이며, 대부
분의 내용이 주지의 임명과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애초
에 〈吏典〉에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 3-4 조문은 주지 교체 시 사찰
재산의 인수인계와 그 배상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전〉 혹은 〈형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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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묘대전》은 〈禮典〉만 남아있는 영본
이므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3-3, 3-4 조문의 규정으로 미루어 住持
에 관한 일 혹은 그 관련 처벌을 〈이전〉이나 〈형전〉등 대전의 다른
권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생각된다.
이 중 처벌 내용과 관련하여 〈형전〉에 수록되었다고 보는 추정은
세조 7년 반행한 《경국대전》 〈刑典〉에 僧人推劾條가 있었다는 사실
에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세조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로 마음먹
은 후 백성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은 〈戶典〉27)과 〈刑典〉28)을 먼
저 반포하였다. 이후 예종대에 《경국대전》의 많은 내용이 수정되나
〈戶典〉과 〈刑典〉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29) 그런데 세조대 《경국대전》
〈형전〉 僧人推劾條에는 僧人이 重罪를 범하였더라도 京外官은 책임
을 族親·隣里人에게 붙이고, 계문한 뒤에 수금하여 추핵한다는 등의
조문이 수록되어 있었다.30) 이는 세조대 〈형전〉이 僧人에 대한 내용
을 따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실 세조대
뿐 아니라 이후의 《경국대전》 〈형전〉에서도 ‘僧人’에 대한 부분을 특
기하는 조문이 많이 있다. 다만 독립 조항이 아니라, 내용별로 나누어
해당 조항 아래 승인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는 식으로 되어 있다.
3-3, 3-4의 조문은 내용상 이 승인추핵조에 실렸을 수도 있고 혹은
형전의 다른 조항으로 수록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
選試에 대한 3-2 조문의 경우, 내용상 禮典에 실려야 할 것으로 생
각되는데 《신묘대전》 禮典 어느 곳에도 3-2 조문을 찾을 수 없어 난
감하다.31) 시험을 통해 승직자를 뽑다는 내용상 대전의 다른 卷에 수
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3-2 ~ 3-4 조문 중 가
27)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17일 辛卯 2번째 기사
28)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7월 9일 丁未 2번째 기사
29)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27일 丁未 2번째 기사. “其刑戶典 率皆世祖御
製.”
30)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3월 25일 甲寅 2번째 기사
31) 吏典에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신묘대전》 현존본은 禮典밖에 없는
결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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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오래되고 중요한 조문은 3-2 選試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國初부터 六典에 수록되어 있었다는 언급32)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選試가 치러지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법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睿宗의 성향상 僧政 관련 조문을 《신묘대전》에 수록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예종은 6전 체제로 간행되
지 못한 세조의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간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
다. 즉위 후 바로 《경국대전》의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데, 戶典과 刑
典을 제외하고는33) 세조대의 원형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예종 스스로

근래에 다시 정한 법은 모두 선왕의 成憲을 폐하고서 따르
지 않은 것인데, 옳은 일인가?34)

라고 회의 할 만큼 큰 폭의 수정이 있었다. 특히 禮典에서의 변화
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35) 예종은 잠저 시절부터 軍額과 無度牒僧 문
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즉위 후 조정에서 논해진 禁僧의 조치는 강경
한 편이었다. 예종이 韓明澮와 崔恒 등에게 명하여 禁僧條件을 草하
게 하였는데, 이들은 법을 어기고 출가한 자에 대한 처벌로 斬刑을
건의할 정도였다.36) 이는 너무 심하다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종대 《경국대전》의 불교 관련 규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예종이 《경국대전》에서 고칠만한 일을 올리라고 하자 한명
32)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甲辰 3번째 기사, “蓋度牒選試之法 自國
初載諸《六典》.”
33) 《예종실록》 7권, 예종 1년 9월 27일 丁未 2번째 기사. “其刑戶典 率皆世祖御
製.”
34)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5일 丙戌 1번째 기사, “比來更定之法, 皆先王成
憲廢而不遵, 可乎?”
35) 위와 같음. “命改撰禮典.”
36)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27일 丁丑 1번째 기사, “違者處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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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지적한 4가지 일이 모두 寺와 僧에 관한 일이었다.37) 그 안에
選試에 대한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나, 예종이 보여준 일련의 경향성
으로 미루어 승직자를 뽑는 選試의 조문을 국가의 공식적 법전에서
탈락시킬 개연성은 다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3-2 조문인 選試에 대한 논란은 《경국대전》의 네 차례 간행
과정과 관련한 《실록》 기록에서 별달리 언급되지 않는다. 때문에 《신
묘대전》 禮典에는 보이지 않다가 《을사대전》 禮典에 등장하는 選試에
대한 3-2 조문은 처음부터 대전에 수록하지 않았다기보다 대전이 아
닌 다른 곳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갑오대전》을 반행할 때 대
전에 실리지 못한 72조는 따로 묶어 《續錄》으로 반포하였다.38) 이 시
기 《경국대전》에 3-2 選試의 조문은 대전에는 실리지 못하고 《續錄》
에 실리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국대전》의 최종
본인 乙巳년 대전은, 새로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렸던
수교와 《續錄》의 내용을 옮겨 실어 정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39) 따
라서 3-2 選試의 조문은 대전에 실리지 못하고 《續錄》에 실렸다가
《을사대전》에 와서 대전에 수록되면서 도승 조항 아래로 묶였을 가능
성이 크다.
요컨대, ① 보물본 《신묘대전》과 《경국대전》 최종본인 乙巳년 대전
의 〈禮典〉 度僧의 조문은, 전자가 3-1의 조문만 싣고 있는데 반해 후
자는 3-1 ~ 3-4의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
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3-1 조문은 네 가지 조문 중 유일하게
내용상 도승 절차에 대한 규정이므로 ‘도승’의 항목에 가장 적합한 도
37)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4일 丙子 1번째 기사, “領議政韓明澮, 抄《經國
大典》內可改事以啓: "一, 京中及諸道, 已造寺刹外新創者, 具不得已新創之由告兩
宗, 兩宗報禮曹, 啓聞造成. 一, 大小人員, 托以造家, 引僧人於家, 嫁婢役使者頗
多. 自今事發, 則家長收告身, 婢子屬公. 一, 婦女上寺者, 無度牒潛隱剃髮者, 依大
典, 令有司拿來檢擧. 一, 僧人犯罪, 官吏檢擧時, 違法侵暴者, 許僧人陳告反坐.”
38) 《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일 무자 4번째 기사, “改撰《經國大典》, 頒于中
外, 其不錄《大典》者, 名爲續錄, 共七十二條竝頒之.”
39) 《성종실록》 168권, 성종 15년 7월 3일 丁亥 1번째 기사, “《大典》非創新法 只以
受敎及《續錄》之語 移載耳. 其間雖有改正處 亦不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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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조의 원 조문이라 할 수 있다. 3-2 選試에 대한 조문은 원래 대전
에 수록되지 못하다가 《을사대전》 단계에 가서 《續錄》 등의 내용을
모두 대전으로 합칠 때 도승 조항 아래로 실렸을 가능성이 높다. 3-3
과 3-4 조문의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원래 〈형전〉에 수
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이들 조문은
《을사대전》 단계에서 불교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한 곳으로 모으
려 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選試’, ‘住持’와 같은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대신, 원래 있던 度僧 조항 아래로 모아 함께 수록하였던 것
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도승 조항에 속한 3-2, 3-3, 3-4 조문은 ‘도
승’이라는 항목명에 포섭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도승 조항 아래 수록
되게 되었다. 이처럼 ‘도승’ 조항 아래 도승과 무관한 僧政 관련 조문
등을 함께 수록해 둔 것, 이것이 《을사대전》 도승조의 특징이라면 특
징이라 하겠다.

《乙巳大典》 〈禮典〉 度僧 조항 최종 조문의 확정

앞에서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도승 조항은 조문의 수에 있어 차
이가 남을 보았다. 다음으로는 ②본 이하 《을사대전》 내에서 판본 간
度僧 조문 글자의 출입을 검토하고, 度僧의 정확한 최종 조문을 확정
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度僧’에 대한 규정인 3-1 조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① 보물본은 ‘度僧’에 3-1 조문, 오직 절차에 따라 도첩을 주고 도승
시키는 조문만 싣고 있어 ‘도승’이라는 항목의 내용에 충실함을 볼 수
있다. 3-1의 조문은 ① 보물본과 나머지 乙巳대전에 내용의 차이 없
이 동일하게 수록되고 있다.
그런데 《을사대전》 내에서는 판본에 따라 몇몇 글자의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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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앞서 《경국대전》의 조문을 제시하면서

로 표시한 글자

들이 그것이다. 도승조 내에서 차이가 나는 글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
음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①보물본은 辛卯대전이고, 이후는
모두 乙巳대전본이므로 굵은 선으로 구분하였다.
<표 14>에서 보듯 예전 도승조 내에서 《경국대전》 판본별로 3글자
정도가 다른 글자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정전 규정과 관련하여 ‘정
포 20필’ 혹은 ‘정포 30필’로 적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도첩을
받기 위한 송경 시험 과목에서 ‘살달타’를 ‘薩怛陀’로 적는지 ‘薩怚陀’
로 적는지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選試의 과목인 《禪門拈頌》을 ‘拈頌’
으로 적는지 ‘枮頌’으로 적는지의 문제이다. 위 세 가지 사안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佛經 제목에
들어가는 흔치 않은 한자를 다른 글자와 헷갈려 쓰는 경우는 흔히 있
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체 흐름상 ③본의 ‘枮’頌과 ④본의 薩‘怚’陀는
이들 본만의 글자 오류임을 쉽게 간취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버클리
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의 ③본의 경우, ‘枮頌’부분에 欄外墨書로 “枮
은 拈頌이라는 禪家의 책 이름으로 생각됨[枮念拈頌禪家冊名]”이라는
頭註가 달려있다. 당시 이 본을 보던 사람도 이 글자가 誤字임을 알
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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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판본별 〈禮典〉 度僧 조문 글자 차이
〈禮典〉 度僧
약칭

경국대전

판본연대

[1470년]

丁錢價

薩‘怛’陀

‘拈’頌

30

怛

拈

30

怛

拈

20

怛

枮

20

怚

拈

①

신묘대전

②

16세기본

③

1603년본

④

사고본

⑤

평양본

1668

30

怛

拈

⑥

운각본

1721

30

怛

拈

⑦

대전통편

1785

30

怛

拈

[16세기
전반]
만력
31년(1603)
[만력
41년(1613)]

종류

신묘대전

을사대전

을사대전
내용

⑧

대전회통

1865

30

怛

拈

수록

문제는 첫 번째, 丁錢價의 규정이다. 위에서 살핀 두 번째, 세 번째
誤字와 마찬가지로 전체 흐름상 ③, ④본의 ‘二十匹’이 오자임은 앞
절에서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이들 두 본은 17세기 이후의 본이므
로 度牒制가 현실에서 행해지지 않던 시기의 본 판본이다. 실제로 성
종대 《실록》 기사에서 정전을 ‘20필’로 기록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경국대전》에 ‘30필’의 정전 규정이 있다고 기록할 뿐이다.40)
40)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6일 乙酉 5번째 기사 ;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4일 癸亥 1번째 기사 ;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9일 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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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에 따라 판본마다 약간의 글자 차이가 있던 《을사대전》
〈예전〉 도승 조항을 구성하는 네 조문의 글자를 확정할 수 있다. 앞
에서 조문 3-1 ~ 3-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전가 三十匹, 拈頌,
薩怛陀’가 그것이다.

다음에서는 《경국대전》 〈예전〉 도승 조항의 조문 구성과 글자를 확
정한 상태에서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보자.

2) 度牒僧의 再규정과 度牒式의 특징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에서 각각 규정하는 도첩을 주는 법은 어
떻게 달라졌을까? 기존의 법전 연구들에서 지적하듯 《경제육전》이 좀
더 고려적 유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경국대전》이 좀 더 조선적 색채
를 띠는 법이라면 각 법전에서 규정하는 度牒僧에도 그 성격이 반영
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도첩에 대한 《경
국대전》 조문 3-1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그런데 조문 3-1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기존 연구사에
대한 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고에서 제
시할 정전 규정의 변화와 의미 부여가 기존의 그것과 사뭇 다르기 때
문이다. 수십 년 간 쌓여온 관련 연구 성과들은 도첩과 정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조선의 도첩제에 대해 본격
적으로 주목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최근의 연구 성과에는 필자
본인의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존 연구 성과를 언
급하여 오류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조선전기 도첩제의 전모를 밝히
기 위한 연구사의 비판적 계승의 차원임을 밝혀 둔다.

6번째 기사 ; 《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7일 己酉 2번째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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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국대전》 조문 3-1을 확정하기 위해 작성했던 위 표 <판본
별 〈禮典〉 度僧 조문 글자 차이>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 ③, ④본 《경국대전》에서 예전 도승조 정전가와 관련한
중요한 誤記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41) 특히 이 두 본은 壬辰왜란 직
후 불타버린 전적을 보충하기 위해 찍어낸 것으로 상대적으로 誤記가
많음을 前述한 바 있다. 그럼에도 ④ 史庫本이 현재 남아 있는 본 중
보관 상태와 접근성 면에서 가장 많이 열람되는 자료라는 것 역시 앞
에서 누차 지적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인출 연대와 소장
처가 墨書로 남아있고 內賜本으로서 전질을 갖춘 선본이어서 신뢰도
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1603년에 간행된 ③본도 전질을 갖춘 선본
이다. 그러나 이들 ③, ④본에서 도승 정전가를 30필이 아닌 20필로
잘못 수록하고 있다.
숫자 ‘三’과 ‘二’는 비슷한 모양으로 인해 古書에서 잘못 쓰이는 경
우들이 종종 있다. 또한 17세기 ③, ④본 《경국대전》에서 도승 정전
가 30필이 20필로 잘못 수록되어 있는 것은 17세기 현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종대 문정왕후 사후 도첩제가 시
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內賜本인 ④본의 경우 17세기 당시 조정에서
도 열람하던 본으로 생각되는데, 현종 10년 《실록》에서 法典 도첩제
의 정전가를 ‘20필’이라고 언급42)하는 까닭은 이 ④본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당대 현실에
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문제는, 주로 열람되는 법전 판본의 오류로 인해 오늘날의 여러 연
구 성과에서 丁錢價 추적상의 오류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경국대전》 번역본들도 完帙 善本의 內賜本인 ④본을 저본으로 하면
서 《경국대전》 정전가를 ‘20필’로 번역하고 있다.43) 그 결과 관련 연
41) 임란 후 전적 간행 관련하여 앞 절 참조
42)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12월 22일 辛巳 3번째 기사
43) 법제처, 1978 《經國大典》, 일지사 ; 윤국일, 1986 《經國大典硏究》, 과학･백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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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과들에서도 정전가 정포 ‘20필’과 ‘30필’이 섞여서 주장되고 있
다.
앞서 《경제육전》 정전가를 다룰 때 서술한 바와 같이,44) 정전가 변
동을 추적하는데 대한 오류의 연구사는 생각보다 길다. 아래 표는 현
재까지 학계에 제시된 정전가 변동에 대한 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표 15. 정전가 변동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의 오류
시기
布 종류

정전
(단위 : 匹)

태조 원년 ㈀ 태종 8년 세종 27년
五升布

五升布

正布

양반 100

양반 30

양반 100
서인 150
천구 200

세종 31년

경국대전

正布, 綿布

正布

양반 ㈁20,
15

㈂ 20

지금까지 학계에서 《실록》 및 법전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한 정전가
변동에 대한 설의 흐름을 정리하면 대략 위 표와 같다. 이 흐름을 한
꺼번에 모두 언급한 경우는 잘 없다. 다만 시기별 불교 정책을 다루
면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련하여 몇 가지 오류
가 반복 재생산되는 면이 있다. 위 표에서 회색 칸의 기록 ㈀㈁㈂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는 오류 혹은 오판이 들어있다.
㈀의 경우 분기 설정이 잘 못 된 경우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태
전출판사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人文硏究室 편, 1985 《譯註 經國大典 飜譯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이 세 편의 번역본 모두가 《경국대전》 3-1조문의 정전가를
정포 ‘20필’로 번역하고 있다. 곧, 이 번역본들의 저본이 完帙의 善本인 ④본 혹
은 ③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중 정신문화연구원의 번역본은 저본이 규
장각 소장의 ④ 사고본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총독부에서 몇 가지 경국대전 판
본을 교감하여 펴낸 朝鮮總督府 中樞院, 1934 《經國大典》, 朝鮮印刷株式會社 역
시 정포 ‘20필’로 쓰고 있는데, 이는 교감 저본이 역시 ④ 사고본이었기 때문이다.
44) 아래 《경제육전》 단계 정전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Ⅱ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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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8년 기사45)를 인용하면서, 태조 원년에 ‘양반 자제-서인-천구’에게
오승포 ‘100-150-200’필의 정전이 규정되었던 것이 ‘태종 8년’에야
양반 자제만 오승포 100필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
못된 이해이다. 태종 8년의 기사는 《육전》을 인용하면서 양반 자제
정전 오승포 100필을 언급하고 있는데, 태종 8년 당시의 《육전》이란
태조 6년의 《원육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반 자제로 도첩 발급이
한정된 것은 이미 태조 6년 이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의 경우 사료를 오독한 경우이다. 위 표의 흐름대로 해석하면 세
종 27년 오승포 100필이 정포 30필로 조정되었고46), 이는 다시 세종
31년에 정포 20필 혹은 면포 15필로 하락했다는 것인데47), 이는 이
치에 맞지 않다.48) 당시 정포와 면포의 교환비가 2:1이기 때문에 위
표와 같은 4:3(정포 20필:면포 15필)의 비율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 교환비대로 하자면 ‘정포 20필 혹은 면포 10필’ 아니면 ‘정포
30필 혹은 면포 15필’이어야 맞다. 실제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
하는 해당 기사의 《실록》 원문 이미지를 참조하면 ‘정포 30필 면포
15필[正布則三十匹 綿布則十五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기
존 연구들에서 정포 30필에서 20필로 하락되었다는 결론이 난 까닭은
45)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0일 戊午 1번째 기사, “禮曹啓給度僧牒之法,
謹按六典 兩班子弟 下至公私賤口 擅自削髮 甚爲不當. 今後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親族具錄辭因 告僧錄司 轉報禮曹 啓聞取旨 然後徵丁錢五升布一百匹 給度帖
方許出家. 其餘有役人丁及獨子處女一禁. 又永樂元年二月十一日 司憲府受敎度牒
之法 一依六典 已曾削髮僧徒 追徵丁錢 以充國用 度牒追給. 今據僧錄司牒呈 各宗
選試臨近 請給度牒. 本曹看詳 已受度牒僧徒外 其不告於官 私自剃髮者 不當給度
牒.”
46) 《세종실록》 109권, 세종 27년 7월 15일 丁亥 2번째 기사, “丁錢 《元典》以五升
布百匹爲定 然此布 今所不用之物. 欲易以正布 酌定三十匹.” 이를 ‘오승포’와 ‘정
포’로의 변환을 중시하지 않고 100필에서 30필로의 변환에 집중하여 정전가가 대
폭 하락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47) 한우근, 이재창, 이승준, 황인규, 민순의 등 이 시기 정전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
에서는 세종 27년 정포 30필의 정전가가 세종 31년에 ‘정포 20필 혹은 면포 15
필’로 조정되어 ‘정전가가 싸졌으며 도첩제도 완화되어 갔다’고 보았다.
48)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정포, 면포 교환비나 《경제육전》 단계 정전가의 변동에 대
한 상세한 서술은 본고 Ⅱ장 2절에서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한 각주
를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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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DB에서 誤讀된 사료를 검증 없이 재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현대에 《실록》을 DB화하는 과정에서 세종 31년 정전가 정포 ‘三十匹’
을 실수로 ‘二十匹’로 오독하여 잘못 옮긴 것이다.49) 또 이렇게 오독
하여 옮긴 것을 보고 國譯을 진행한 《실록》의 번역본들도, 세종 31년
개정된 정전가를 정포 ‘20필’로 잘못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50) 그 결과 《실록》 원본 이미지를 열람하지 않은 연구자들은 세종
31년에 정전가가 정포 ‘30필에서 20필로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오
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은 《경국대전》 판본 중 誤字가 있는 본을 참조해서 나온 오류이
다. 《경국대전》 도승조에 실린 정전가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30
필’이다. 세종 31년 이후의 정전가 변화를 추적하면서 어떤 연구에서
는 성종대 《실록》 기록에 즉하여 다시 30필로 증가하였다고 판정하였
다. 그러나 어떤 연구에서는 《경국대전》 ④본을 참조하여 세종 31년
이후 계속 정전 20필이 유지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공교롭게도 최근 《경국대전》을 참조하여 조선전기 도첩제를 평가
하는 연구들이 여럿 발표되었는데, ④ 사고본을 저본으로 한 《경국대
전》 총독부 교감본을 참조하여 정전가를 ‘20필’로 확정하는 경향이
있다.51) 이는 비교적 최근에 조선전기 도첩제를 단독 주제로 하여 세
49)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9일 庚戌 5번째 기사, “其丁錢 許納五升布
今民間所不用. 請代以緜布 正布則二十匹 緜布則十五匹.”[최종검색 2016년 11월
17일. 《실록》 원문 이미지에서 밑줄친 부분은 三十匹의 誤記이다.]
50) 그 결과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의 《실록》 원문과 번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최종검색 2016년 11월 17일]
51) 이승준, 앞 논문 ; 押川信久, 2006 〈《經國大典》度牒發給規定の成立〉 《年報朝鮮
學》 9 ; 김용태, 2011 〈조선전기 억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 《朝鮮時
代史學報》58 ; 양혜원, 2013, 앞 논문 ; 민순의, 2016 〈조선전기 도첩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중 押川信久, 앞 논문에서는 한 논문 안에서도 정전
가 기록의 혼란을 보이고 있는데, 서론에서는 총독부 교감 《경국대전》을 인용하며
정포 20필로, 본문에서는 《실록》의 《경국대전》 인용기사를 인용하며 정포 30필로
적고 있다. 관련하여 押川信久는 조선후기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의 기록 30필
과 총독부 교감본 기록 20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押川信久,
앞 논문, 각주 26). 한편, 황인규, 2004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도첩제의 시행과
그 의미〉 《보조사상》 22, 289쪽에서는 《경국대전》을 인용하면서 정전을 ‘정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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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고찰한 이승준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52) 이승준의
연구는 위 표 대부분의 과정을 세심하게 언급하며 정전가의 맥락을
추적하고, 정전가를 당시 米價로 환산하여 대략의 가치를 도출해 보
고자 하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국
대전》을 인용하면서 ‘정포 20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마 ④본을
참조한 것 같다.53) 이승준은 《경국대전》 판본 중 誤字인 ‘정포 20필’
을 세종 31년의 《실록》 오류 기사 ‘정포 20필’과 연결하여, 세종 27
년 정전 정포 30필이 세종 31년 정포 20필로 낮아지고 이것이 《경국
대전》에 실린다고 오판하였다.54) 즉, 이승준은 그 나름대로 꼼꼼하게
정전가를 추적하려 하였으나 ‘세종 31년 《실록》 기록’과 ‘④본 《경국
대전》 정전가’ 이 2건의 오류 기록을 검증 없이 수용하여 잘못된 결
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결론은 이후 관련 연구 성과
들에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수용되면서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는다.
요컨대, 조선전기 丁錢에 대한 연구 성과들에서는 조선 개창 이후
지속적으로 정전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고 평가해 왔는데, 이
는 일부 《경국대전》 판본의 誤字와 현대 《실록》 DB화 과정상의 誤記
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연구자의 오판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고 정전가를 다시 살펴보면 어떻
게 될까?

필’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경국대전》의 어떤 본이 전거인지 알 수가 없다. 혹 단순
한 誤記가 아닌가 한다.
52) 이승준, 2000 〈朝鮮前期 度牒制의 推移〉, 한국교원대 석사논문(2000 〈朝鮮初期
度牒制의 運營과 그 推移〉 《湖西史學》 29, 湖西史學會 재수록)
53) 이승준은 그저 《경국대전》이라고 하였을 뿐, 어떤 《경국대전》을 참조하였는지 밝
히지 않았다. 아마 널리 쓰이는 한국학기본총서 시리즈로, 1972 《朝鮮王朝法典
集》1, 景仁文化社 혹은 Krpia(http://www.krpia.co.kr) 제공 《경국대전》을 참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두 자료에서 제공하는 《경국대전》 텍스트는 ④사고본을
저본으로 한 조선총독부 교감본으로 정전가가 정전 ‘20필’로 수록되어 있다.
54) 세종 27년과 31년 조치와 《실록》 기록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본고 Ⅱ장 2절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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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선 개국 후 《경국대전》이 성립하기까지 정전가 ‘오승포
100필’ 규정은 한 차례도 변동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를 보자.

표 16. 실제 정전가의 변동
시기

태조 원년

布 종류

五升布

정전
(단위 : 匹)

《원육전》

세종 27년

세종 31년

《경국대전》

五升布

正布

正布, 綿布

正布

양반 100

양반 30

양반 30, 15

30

(태조 6년 이전)

양반 100
서인 150
천구 200

위 표는 앞서 제시했던 표 <정전가 변동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의
오류>에서 오류 부분을 모두 수정하여 새로 제시하는 정전가 변동의
흐름이다. 《경제육전》 도승 규정에서 살핀 바 있듯, 태조 1년 이후
세종대까지 양반 자제 도첩 발급 시 정전의 액수는 변하지 않았다.
양반 자제 정전가 ‘오승포 100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세종 27
년과 31년에 각각 정포와 면포로 단위가 변환되나, 대략 3:1 교환
비55)대로 변환되어 규정된 정전 가격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의 오승포가 잘 쓰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55)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6월 19일 갑신 4번째 기사, “民間布價 米則五六
斗 豆則十餘斗. 田稅之布 準〔米〕十五斗 豆三十斗 似爲過多 更以米十斗 豆二十斗
爲定.” 박평식에 의하면, 여기서 민간포는 5승포이며 전세포는 정포이다. 그 교환
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2:1로 조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는 세조 7년에 이르러야 법적으로 2:1로 고정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 상포는 민간
에서 그 쓰임이 현저하게 퇴조하는 가운데 일상 통화로서의 기능은 면포가 대신해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 이 시기 상포와 정포 비율에 대한 고찰은 박평식,
앞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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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이 통용되는 정포 30필 혹은 면포 15필로 정전을 납부하도록
편의상 규정을 바꾼 것 뿐이다.56) 결국 세종 27년 오승포 100필을
정포 30필로 바꾼 정전의 규정은 이후에도 액수의 登落 없이 유지되
며, 정포 30필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된다.
그렇다면, 정해진 조문을 토대로 각 조문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선 《경국대전》 度僧 3-1 조문을 보자. 도첩을 주는 절차인 이 조
문은 여러모로 《경제육전》 3-1, 3-2 조문과 다르므로 그 성립과정과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편의상 《경제육전》과 《경국대전》 도첩
발급 규정을 상응하는 내용별로 짝을 지어 제시해 보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경국대전》 3-1 조문에서 도첩 발급 대상자는 ‘승이
된 자[爲僧者]’이다. 《경제육전》 3-1 조문에서 양반 자제인 ‘願爲僧
者’를 규정했던 것과 달리 《경국대전》에서 ‘爲僧者’로 규정하고 있다.
승이 된 자, 즉 출가한 자는 3개월 내에 양종에 신고하고 誦經 시험
을 보라고 하였다. 시험에 통과하면 양종에서 예조로 보고하고 예조
는 왕에게 계문하여 승인이 나면 정전을 거두고 도첩을 발급한다.
<표 17>에서 《경국대전》 3-1 조문에서 ‘爲僧者’란 이미 출가한 자
이다. 출가한지 3개월 내에 양종에 신고하여 송경을 시험하라고 되어
있다. 즉, 위 조문은 개개인의 출가를 규제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인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육전》의 규정이 ‘願爲僧者’가 도첩을 발
급받은 후에야 비로소 출가를 허락받는 것과는 다른 형태이다. 《경국
대전》에서는 이미 출가한 자를 대상으로 송경 시험과 정전 징수를 통
해서 도승의 자격을 가리되, 석 달 이내에 도첩이 나오지 않으면 환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6)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 1월 29일 庚戌 5번째 기사, “其丁錢 許納五升布
今民間所不用. 請代以緜布 正布則三十匹 緜布則十五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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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도승 절차 비교
《경제육전》

3-1

《경국대전》

兩班子弟 自願爲僧者

爲僧者

父母親族具錄辭因

三朔內

告僧錄司 轉報禮曹 啓聞取旨

告禪或敎宗 報本曹【私賤則從

然後

本主情願】 啓聞

納丁錢五升布一百匹

收丁錢【正布三十匹】
給度牒【過三朔者 族親隣近告

3-1

官 還俗當差. 知而不告者幷

給度牒 方許出家

罪. ｏ度牒借者與者 依懸帶
關防牌面律論】

3-2

凡僧尼 試才行給度牒 許令削

試誦經【心經,

髮

陁】

金剛經,

薩怛

도첩 발급 신청을 하는 주체는 《경제육전》이 부모나 친족이었던 데
에 반해 《경국대전》에서는 爲僧者 본인인 것으로 보인다. 단 私賤의
경우만 本主의 뜻대로 하게 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제육전》 단계에서는 거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던 《경제육전》 3-2조문이 《경국대전》 단계에 와서 《심경》57) 《금강
경》 《살달타》58)의 誦經시험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
육전》 3-2조문이 조선초부터 원래 행해졌던 것인지 명확치 않은 측면
이 있기는 하나, ‘재행을 시험[試才行]’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경국대
전》 3-1조문과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 본다.

57) 일반적으로 《般若心經》의 약칭으로 본다.
58) 일반적으로 《楞嚴經》이라고 본다. 《능엄경》 권7에 ‘南無薩怛陀蘇伽多也阿羅訶帝
三藐三菩陀寫...’로 시작하는 다라니가 수록되어,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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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국대전》 3-1 도승 절차와 《경제육전》의 도승 절차를 비교했
을 때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도첩승을 허가하는데 있어 규정상
큰 질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경제육전》은 신분과 정전
규정을 두고 우선적으로 그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도첩을 주어 출가를
허락한 바 있다. 즉, 육전 단계에서 도첩승이 될 수 있는 일차적인 기
준은 세속의 신분과 경제력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경국대전》
3-1 규정은 특별한 신분 제한 없이 이미 출가한 자의 佛經 誦經 여
부를 시험하므로 도첩 발급의 일차적 기준을 爲僧者의 자질에 두었다
고 볼 수 있다.
조문의 성립 과정과 관련하여 이 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인지’ 더 알기 위해 태조 원년부터 이어지는 정전가 규정을 따라가
보자. 《경국대전》 度僧 3-1 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역시
‘정전 30필’이다. 태조 원년의 규정에서 양반 자제와 서인, 천구를 구
분한다거나 이후 《경제육전》에서 양반 자제만으로 제한하여 정전을
부과하던 방식과 달리 《경국대전》에서는 어떤 신분 규정 없이 ‘爲僧
者’에게 정포 30필을 일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포 30필’의
가격은 위 <실제 정전가의 변동>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조 원년
‘양반 자제’에 대한 정전가 ‘오승포 100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에 다름 아니다. 즉, 태조 원년 양반 자제 정전가 오승포 100필은 정
해진 가격 자체의 등락 없이 유지되다가 세종대에 같은 가격의 정포
와 면포로 환산되고 《경국대전》에 수록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된 가격은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데 반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정전의 ‘가치’는 변화하였다. 당대인들이 정전가를 대략 어
느 정도 가치로 여겼을지 추정해 보기 위해 정전을 해당 시기 身役價
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丁錢’이 ‘돈을 내고 丁을 면한
다[納錢免丁]’59)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보다 신역가와 비교했을
59)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7월 9일 辛卯 1번째 기사, “惟彼緇徒辭親出家 則
割父子之恩, 納錢免丁 則絶君臣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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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제육전》의 정전가를 검토하면서 태조 원년 양반 자제-서인
-천구별로 부과된 정전 五升布 100-150-200匹의 규정에서, 천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전 오승포 200필은 公處奴婢의 40년 치 신공
가임을 보았다.
을사년 《경국대전》에는 外居奴의 身貢價가 綿布 1필에 楮貨 20
장60)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개 면포와 정포의 교환비는 1:2인데 《경
국대전》 國幣 조항에 정포 1필=상포2필, 상포 1필=저화20장61)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거노 신공가를 모두 정포로 환산해 보면 정포 2.5
필이 된다. 매년 신공으로 정포 2.5필 값을 내야하는 외거노의 입장
에서 도첩 발급을 위한 정포 30필은 12년 치의 신공이 된다.
곧 《경국대전》의 정전은 태조 원년에 양반 자제-서인-천구별로 나
뉘었던 정전이, 가장 부담이 적은 양반 자제를 기준으로 정포로 환산
되었으므로, 官奴 입장에서는 정포 30필의 정전이 매년 부과되는 신
공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다. 태조 원년
양반 자제의 정전 오승포 100필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공처노비에게
20년 치 신공가인데 《경국대전》의 정포 30필이 외거노의 12년 치 신
공임을 생각한다면 官奴의 신공가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
로 조선초 노비의 신공가는 세조대와 《경국대전》 성립기를 거치며 2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62)
신역가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전이 헐해진 것은 양인도 마찬
가지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軍保가 綿布를 내어서 戶首에게 내는
것이 1년에 거의 30필에 이르나 度僧의 丁錢은 15필에 지
60) 《經國大典》 〈戶典〉 徭賦
61) 《經國大典》 〈戶典〉 國幣
62) 박진훈, 2005 《麗末鮮初 奴婢政策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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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종신토록 한가롭게 놀게 됩니
다. 이것이 僧이 되는 자가 많은 까닭입니다.“63)

성종 23년의 위 기사에서는 양인 군역의 부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보가 호수에게 1년에 면포 30필을 내고 있는데 도승할 때의 정전은
일생에 한 번 면포 15필(=정포 30필)이니 정전을 내고 도승하는 자들
이 많아진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와 같이 양인의 군역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당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들에게 도첩의 획
득은 꽤 매력적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전가가 양인이나 천구 모두에게 기존보다 헐하게 느껴졌
을 가능성과는 별도로, 經文을 외고 정전을 내는 《경국대전》의 도첩
발급 규정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64) 또한, 같은 양의 정전으로 《경
국대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해서 양천에게 의미가 같은 것도 아니다.
《경국대전》 규정 3-1은 《경제육전》과 달리 정포 30필의 대상이 ‘양
반 자제’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경국대전》 3-1 조문에는 도
첩을 받을 대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문 중간의 小字注에 “私賤은 본래 주인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라
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국대전》의 3-1조문은 賤口에게도 해
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즉, 기존 양반 자제에 대한 정전 정포
30필의 가격은 유지하되,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이 《경국대전》의 도승조를, 정전가만 가지고 기존의 ‘양반
자제에 대한 규정’이 천구에게 확대된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고려해
보아야 할 면이 있다. 왜냐하면 《경국대전》 3-1 조문의 큰 틀은 도첩
제가 해이 혹은 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조 7년에 성립하는 〈公私

63)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30일 辛丑 2번째 기사, “礪石曰, 軍保出綿布
納戶首者, 一年幾至三十匹, 而度僧丁錢不過十五匹, 以此終身閒遊, 此爲僧之多
也.”
64)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4일 乙酉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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賤爲僧者禁防條件〉을 비롯한 천구의 도승 규정에서 비롯하였다는 지
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65)

형조에서 公私賤으로서 僧이 된 자의 禁防條件을 아뢰었
다.
1. 公賤으로 僧이 된 자는 宗門에 고하고 종문에서는 《금
강경》 《심경》 《살달타》를 능히 외고 僧行이 있는 자를 뽑
아서 사유를 갖추어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아뢰고 정전을 거두고 도첩을 주어서 그 이름과 主司의 명
칭을 본조에 이첩하면 본조에서는 여러 아문의 문적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하소서. 공천으로 尼僧이 된 자도 또한
이 예에 의하되 다만 尼僧은 본시 도첩이 없으니, 정전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2. 종문에서 選試할 때, 하나의 經도 외지 못한 자는 승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예조에 전보하면 본조와 본아문
에 이첩하여 알리게 하소서.
3. 私處奴婢로서 本主의 뜻에 따라 僧이나 尼가 된 자는
본주가 宗門에 고하여 공천의 예에 의하여 시취하여 뽑되,
본주의 使喚은 허락하지 마소서.
4. 공천으로 승이 된 자가 만 3개월이 되었는데도 도첩이
나오지 아니하면 本僧 및 친족·절린 중에서 그 사유를 갖
추어 관가에 고해야 한다. 고하지 않은 자는 친족이나 절
린을 抵罪한다. 만 3개월마다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만 1
년이 되어도 아직 나오지 아니한 자는 환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66)
65) 韓㳓劤, 앞 책, 231-234쪽 ; 이승준, 앞 논몬, 47-48쪽 ; 押川信久, 앞 논문,
83-89쪽
66)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9일 庚戌 2번째 기사, “刑曹啓公私賤爲僧者禁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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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세조 7년 3월 〈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의 내용이다. 이
중 1번째 항목의 송경 과목이라든가 보고 절차, 3번째 항목의 私賤의
도승 방법, 4번째 항목의 공천 위승자의 도첩이 빨리 나오지 않을 때
의 대처법 등이 《경국대전》 3-1 조문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조가 조선전기 도첩제와 관련하여 시행했던 특징적인 조치 중 하
나는, 위와 같이 賤口의 도첩 발급을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단종 때까
지만 해도 《경제육전》의 원칙대로 도첩은 천구에게 나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67) 세조는 위 금방조건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避役을 위해 체발하는 公賤이 많다는 禮曹의 건의를 받아들여 公私賤
口의 도첩을 공식화 한 바가 있다.68) 이러한 세조의 조치에 대하여
그간 ‘도첩제의 해이, 완화’라는 표현을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양반
자제뿐 아니라 천구에게까지 도첩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조치의 목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세조 6년 禮曹의
건의나 위 〈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조치들은 공사천의 출가를 막기 위한 법이었다.
공사천의 출가를 막기 위해 〈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를 제정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위 금방조건 1번을 보면 《금강경》 《심
경》 《살달타》의 송경 시험을 제시하고 있다. 송경, 즉 외워서 암송한
條件: 一, 公賤爲僧者, 告于宗門, 宗門選能誦《金剛經》、《心經》、《薩怛陁》而有僧
行者, 具由報禮曹, 禮曹啓收丁錢, 給度牒, 其名字及主司之名, 移牒本曹, 本曹於諸
衙門案籍, 錄其事由. 公賤爲尼者, 亦依此例, 但尼僧本無度牒, 不必收丁錢. 一, 宗
門選試時, 一經不誦者, 不許爲僧, 轉報禮曹, 移牒本曹及本衙門知會. 一, 私處奴婢
從本主情願爲僧尼者, 本主告于宗門, 依公賤例選取, 勿許本主使喚. 一, 公賤爲僧
者, 滿三朔不出度牒, 則本僧及族親、切隣中, 具由告官, 不告者族親、切隣抵罪,
每滿三朔必告, 滿一年猶不出者還俗.從之.”
67)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2일 辛酉 1번째 기사, “臣等以爲, 度僧之法始
輕, 則非特軍額日減, 賤口亦將冒受度牒, 其於國家徵丁錢、禁爲僧之法何如?”
68)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 7월 4일 무인 3번째 기사, “禮曹啓: "京外公賤, 謀避
役使, 擅自削髮者頗多, 今後願爲僧者, 師僧告于兩宗, 兩宗試諸經能誦、心行可取,
然後具由報曹, 曹以聞, 許令剃髮. 私賤則從本主情原, 亦依此例給牒."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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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글자를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천구가 글을 안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지 의심스럽다. 물론 위의 경
전들이 巨帙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간략한 것이고, 講이 아니라 단순
히 외워서 암송하는 것이므로 오랫동안 연습하면 천구라도 혹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도첩이 발급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송경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천구가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하여, 송경시험과 같이 위 금방조건에서 제시한 1번 항목
은 애초에 천구를 위해 제정했다기보다, 원래 있던 兩班子弟爲僧者에
대한 규정을 천구에게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쯤에서,
앞서 《경제육전》 3-2 조문에서 도첩을 줄 때 試才行하였다는 조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 금방조건은 《금강경》 《심경》 《살달타》와 같
은 경전의 송경을 도첩 발급 조건으로 지정하면서 천구의 도승을 강
력히 제한하는 동시에, 公私賤爲僧者를 환속시킬 근거를 만드는 규정
으로 생각된다. 만약 공사천구가 위와 같은 규정에 의거하였음에도
만 1년이 되도록 도첩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문도 외지 못
하여 승의 자질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 경우 금방조건 4번에 의해
환속시켜 사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위의 금방조건은 공천에게 도승의 기회를 준 것
이라기보다, 誦經이라는 양반 자제의 도승 조건을 천구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출가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어서 다음 기사를 보자. 위 세조대의 〈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과
비슷한 조치가 예종 1년 〈禁僧條件〉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있게 된다.

다) 상당군 한명회와 영성군 최항에게 명하여, 僧을 금할
조건을 草하게 하였다. 한명회 등이 초하여 아뢰기를,
“도첩의 법이 《경국대전》에 실려 있으나, 그 가운데 鄕
吏·驛子·官奴들이 역을 피하고자 법을 어기고 머리를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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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더욱 많습니다. 금후에 향리와 역리로서 승이
된 자는 그 고을에 고하고, 고을에서는 관찰사에게 전보
하고, 관찰사는 예조에 이문하고, 예조에서는 양종으로
하여금 《금강경》 《심경》 《살달타》 《법화경》 등을 시험하
여 입격자를 보고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정전 정포 50필
을 받고 도첩을 주게 하소서. 이를 위반하고 승이 된 자
는 斬刑에 처하고, 족친과 이웃 사람으로서 알고도 고하
지 않은 자는 장 1백 대를 때리고, 수령으로서 검거하지
아니한 자는 파출하소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승이
된 자로서 50세 이하는 명년 정월 그믐으로 한정하여 스
스로 관에 신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에 이르기를,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것을 院相에게 보이라.”
하였다. 이에 최항·고령군 신숙주·영의정 홍윤성·창녕군
조석문·좌의정 윤자운 등이 의논하기를, “계달한 바에 의
하는 것이 좋으나, 다만 금령을 위반한 자는 참형에 처
하지 말고, 곤장 1백 대를 때려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69)

위 기사는 예종 1년 10월에 傳旨된 〈禁僧條件〉이다. 내용을 보면
《경국대전》에 도첩을 주는 법이 있으나, 그 중에 향리, 역자, 관노70)
69) 《예종실록》 8권, 예종 1년 10월 27일 丁丑 1번째 기사, “命上黨君 韓明澮、寧城
君 崔恒, 草禁僧條件. 明澮等草啓曰: "度牒之法, 載在《大典》, 然其中鄕吏、驛子、
官奴, 避役違法, 削髮者尤多. 今後鄕、驛吏爲僧者, 告其邑, 轉報觀察使, 移文禮
曹, 令兩宗, 試《心經》、《金剛經》、《薩怛陀》、《法華經》, 中格者啓聞, 收丁錢正布
五十匹, 給度牒. 違者處斬, 其族親隣人知而不告者, 杖百, 守令不檢擧罷黜. 法前爲
僧者, 五十歲以下, 限明年正月晦日, 許自告官." 上曰: "此無乃太甚歟? 其示院相."
於是恒及高靈君 申叔舟、領議政洪允成、昌寧君 曺錫文、左議政尹子雲等議: "可
依所啓, 但違者勿斬, 杖百還役何如?" 從之.”
70) 위의 각주 밑줄친 부분 때문에, 금승조건 대상에서 관노를 제외하여 보는 경향이
있는데(오시가와, 민순의) 이는 잘못 본 것이다. 위의 각주 인용기사 첫부분에서
‘鄕吏 驛子 官奴’라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傳旨를 인용한 《성종실록》 4권, 성
종 1년 3월 6일 乙酉 5번째 기사, ;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계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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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역의 경우가 많으니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대전의 조문보다 좀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향리, 역
자, 관노에게는 송경시험에 《법화경》을 추가하고 정전을 정포 50필로
올려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경국대전》에 실린 것이 아니었으며71) 성종이 즉
위한 이듬해 3월 초에 바로 폐지되어 넉 달 남짓 밖에 시행되지 못한
규정이었다.

라) 院相과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度僧의 법은
《대전》에 이르기를, ‘僧이 될 자는 석 달 안에 선종·교종
에 고하면 《금강경》 《심경》 《살달타》를 시험하여 외우게
하고, 예조에 고하면 예조에서 계문하여 정전으로 정포
30필을 거두고 도첩을 준다.’ 하였습니다. 지난 기축년
10월의 傳旨 해당 절목에는 ‘향리·역자·관노들이 그 역을
피하기를 꾀하여 법을 어기고 삭발하므로 여러 고을과
여러 역이 날로 조잔해 지니, 위 항의 사람으로 승이 될
자는 양종에서 《금강경》 《심경》 《살달타》 《법화경》을 시
험하여 외우게 하고 합격한 자는 정전 50필을 거두며,
이미 승이 된 자로서 50세 이하는 스스로 관에 고하는
것을 허락하되 또한 위 항에 의하여 經을 시험하고 정전
을 거두라.’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경을 시험
하고 정전을 거두는 법이 양인으로서 승이 되는 자와 다
르고 정포 50필이 너무 많으며 《법화경》도 또한 帙이 많

번째 기사에서 ‘鄕吏 驛子 官奴’가 모두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1) 예종대 《경국대전》은 예종 1년 9월 27일에 편찬을 마치고 撰進되었는데, 禁僧條
件이 草하여 올려진 시점은 예종 1년 10월 27일이다. 또한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6일 乙酉 5번째 기사에서도 예종 1년 10월의 전지와 《경국대전》의 조문
내용이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禁僧條件으로 올라간 향역리 및 관노의 정
전 정포 50필은 《경국대전》에 수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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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아울러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가하다. 그것을 여러 道에 諭示하
게 하라.” 하였다.72)

위 기사에서 성종은 도첩의 규정을 대전 규정인 3-1 조문으로 일괄
적용토록 하였다. 이 때 예종대 〈禁僧條件〉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
良人爲僧者와 규정이 다르고 정포 50필이 너무 많으며 《법화경》을
외우기에는 그 帙이 너무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기사 다)와 라)를 이어서 잘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
을 간취할 수 있다. 기사 다)에서는 ‘《경국대전》에 도첩을 주는 법이
있으나, 그 중에 향리, 역자, 관노는 피역의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금승조건을 제시하였고, 기사 라)에서는 ‘양인과 규정이 달라 鄕驛吏
및 官奴도 《대전》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며 금승조건을
폐지하고 있다.
곧, 예종대 완성된 상태의 《대전》 도승 규정은 ‘良人爲僧者’와 ‘향
역리 및 관노’ 모두를 대상으로 한 규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의
《경국대전》은 세조대에 거의 완성되었으나 간행되지 않았던 그 경국
대전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예종 1년 10월의 〈禁僧條件〉은 《대전》
의 내용과 달리, 향역리 및 관노에 대해 따로 도첩 규정을 정한 것이
다. 그러자 성종 1년에, 예종의 〈禁僧條件〉이 대전과 따로 시행되어
번거로우니 모두 《대전》의 규정 하나로 적용하자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가 지속적으로 《경국대전》의 내용을 수정
72)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6일 乙酉 5번째 기사, “院相及承政院議啓曰: "度
僧之法 《大典》云: ‘爲僧者, 三朔內告禪宗、敎宗, 試誦《心經》、《金剛經》、《薩怛
陁》, 告禮曹啓聞, 收丁錢、正布三十匹, 給度牒.’ 去己丑年十月日傳旨: ‘節該鄕
吏、驛子、官奴規避其役, 違法削髮, 諸邑諸驛, 日就凋殘. 上項人爲僧者, 兩宗試
誦《心經》、《金剛經》、《薩怛陀》、《法華經》, 中格者收丁錢五十匹, 其已爲僧者, 五
十歲以下, 許自告官, 亦依上項試經, 收錢.’ 臣等謂, 非徒試經收錢之法, 與良人爲
僧者有異, 布五十匹太多 《法華經》亦帙多. 竝依《大典》施行爲便." 傳曰: "可. 其諭
諸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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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던 시기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위 기사들에서 나타나
는 정황은 대전의 도첩 규정을 수정하면서 기존 예종대의 수교와 상
충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세조 후반 《경
국대전》을 기점으로 도승의 조문은 양천을 모두 포괄하여 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황은 다음의 기사에서 더욱 선명하게 확인된다.

마)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관 李孝智가 강원도에서 와
서 말하기를, ‘本道에서는 승인 心行의 착하고 악한 것
을 불문하고 모두 환속하게 합니다.’ 하니 어떤 법에 의
거하여 이렇게까지 소요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 하
였다. 도승지 李克增이 아뢰기를, “근년에 모든 고을의
향리·관노·역리가 그 역을 피하여 僧이 된 자가 많으므
로, 예종이 법을 세워서 경전을 시험하는 것을 더하고
정전의 수도 더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법을 고쳐서 모든
도에 유시하였는데 수령이 법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여
소요를 이룬 것입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대저 법을
적용함에 마땅히 새로 세운 條章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지금 어찌하여 예종조의 법을 적용하는가? 세조가 승인
을 보호하고 불쌍히 여긴 것을 잘못이라 여겨서 그런 것
이 아니겠는가? 세조가 승하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상 일이 갑자기 변한 것이 이와 같으니, 내가 실로 마
음이 아프다.” 하였다. 이극증이 아뢰기를, “청컨대 새로
정한 법으로써 다시 모든 도에 유시하소서.” 하니 전지
하기를, “가하다.” 하였다.73)
73) 《성종실록》 7권, 성종 1년 8월 28일 계유 4번째 기사, “傳于承政院曰: "內官李
孝智來自江原道言: ‘本道不問僧人心行善惡, 竝令還俗.’ 未知據何法, 騷擾至此."
都承旨李克增啓曰: "近年諸邑鄕吏、官奴、驛吏避役爲僧者多, 睿宗立法, 加試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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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는 강원도 수령이 예종의 전지를 적용하여 승인을 모두
환속시키는 소요를 일으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종은 禁僧條件에서
향역리와 관노의 誦經 시험에 《법화경》을 추가하고 정전을 더 올려
정포 50필로 정하였다. 그러나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모두 환속하게
한다’는 언급에서 보듯, 예종이 정한 《금강경》 《심경》 《살달타》에 《법
화경》을 추가한 송경시험과 정포 50필이라는 기준은 향역리나 관노의
도첩 발급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법을 기존 《경국
대전》의 기록대로 고쳐 양인과 향역리, 관노 등이 동일하게 《금강경》
《심경》 《살달타》를 송경시험 하고 정포 30필을 부과하도록 법을 내려
보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성종은, 僧人

을 보호했던 세조의 법이라서 잘못이라 여기고 안지키는 것이냐고 개
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경국대전》의 규정처럼 양인과 향역리, 관노 모두에게 같은 조
문을 적용한 것은 세조이다. 그런데 위 기사 다)에서 예종이 禁僧條
件을 통해 대전 조문 내용에서 양인을 남기고 떼어낸 대상은 ‘향역리,
관노’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전에 실린 조문인 《금강경》 《심경》
《살달타》를 송경시험 하고 정포를 부과하는 법이, 세조대 〈公私賤爲
僧者禁防條件〉과 같다고 해서, 공사천구에 대한 규정을 기존 양반 자
제에게까지 확대하여 《경국대전》에 실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를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앞서 강력하게 의심하였듯이 〈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의 송
경시험 등의 규정이, 원래 양반 자제에게 적용하던 규정을 천구에게
로 내려 시행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더구나 《경국대전》에 수록된 ‘30필’이라는 정전가는, 조선초부터 지
又加丁錢數. 今已改法, 下諭諸道, 而守令不奉法意, 以致騷擾耳." 傳曰: "大抵用法,
當遵新立條章. 今何用睿宗朝法乎? 無乃以世祖護恤僧人爲非而然耶? 世祖昇遐未
久, 世事頓變如此, 予實痛心." 克增啓曰: "請以新定法, 更諭諸道." 傳曰: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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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양반 자제’에게만 적용되던 정전가이다. 공사천구 등에 대
한 금방조건을 《경국대전》에 수록한 것이라면, 신역을 대체하여 징수
하는 정전가를, 가장 낮은 기준의 양반 자제에 맞추어 규정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 성과에서 〈公私賤爲僧者禁防條件〉 및 〈禁僧條
件〉과 같은 천구 및 향역리에게 적용되던 규정을 《경국대전》에 실어
양반 자제에까지 확대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
다.
또한, 최종적으로 양천 모두에게 같은 송경 시험과 정전 기준을 적
용하고 있는 위 대전의 조문을 천구까지 도첩 발급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비판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런 해석은 일견 맞
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으나, 양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다르게 평
가할 수 있다. 양반에게 적용하던 ‘송경’의 기준을 ‘禁防條件’으로 천
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도첩 기회의 ‘확대’이겠는가? 또, 기존
양반 자제 혹은 상층 양인에게 한정되던 도첩이, 향역리 및 공사천구
에게도 마구 나간다면 과연 양반 자제들이 도승하려 하겠는가? 의 문
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경국대전》 〈예전〉을 더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예전〉 안에는 도첩과 관련하여 3-1의 조문 외에도 한 가지
규정이 더 있다. 바로 3-6의 ‘度牒式’이 그것이다. 〈예전〉 말미에는
여러 가지 ‘式’이 실리고 있는데, 국가에서 내리는 각종 문서 형식을
실어 놓은 일종의 ‘官用文書 書式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첩을 주는 식이 수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의 도첩식은 ① 보물본
《신묘대전》부터 ⑧ 《대전회통》까지, 어느 《대전》, 어느 판본을 막론하
고 〈예전〉 後尾가 결락되지만 않았다면 모두 동일한 식으로 수록되어
있다.74)
74) 다만 《대전통편》·《대전회통》에는 “今廢”라 하여 해당 시기 도첩식이 폐지되었음
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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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시하는 내용이 《경국대전》에 실린 3-6 도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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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첩식은 본문의 첫 머리부터 도첩을 받는 자를 무엇으로 규정
하는지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위 식은 戶口式보다 간략한 형태로 아
버지와 외할아버지의 職役을 확인하며, 도첩을 받는 자를 ‘學生’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 ‘學生’이란 儒學과 함께 成均館이나 四學, 鄕校의 생도를
의미했고 넓은 의미로는 儒生과 같이 쓰였다. 이들 학생이 司馬試나
文科에 나갈 때에는 幼學으로 불렸다. 이들은 양반의 자제로부터 良
人上層에 이르는 신분층이 포함되는 것이었다.75) 이렇게 보았을 때
도첩을 받는 자를 ‘學生’으로 규정하는 이 도첩식이 과연 賤口에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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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을 전제하였을지 의문이다.
곧 《경국대전》은 도승 3-1의 도첩을 주는 조문이, 일견 위로는 양
반 자제에서 아래로는 公私賤口까지 도첩 발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국대전》 3-1조문에서 제시된 기준에 공사
천구 등이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의심에 대하여 이 도첩식은 진
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위 《경국대전》 도첩식 3-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도첩을 발급받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 賤口에게 學生을 주었겠는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 도첩식은 도첩을 받은 ‘승’을 ‘학생’으로 규정함으로서 그
들이 ‘면역’임을 드러내고 있다. 《경국대전》 내에서 명시적으로 도첩
을 가진 자에게 역을 면해준다고 규정한 조문이 없음에도, 이 식의
‘學生’을 통해 해당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누구인가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천구는 상정하
기 힘들다고 본다.
세조가 《경국대전》 3-1 조문을 통해 양천 모두를 동일한 도첩 규정
아래 두려 하지만 예종의 禁僧條件에 의해 바로 부정되어 양인에 대
한 규정과 鄕驛吏 및 官奴에 대한 규정이 분리되었던 것은 당시의 관
념을 대변하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가 정한 법대로 도승
의 조건을 복구하려던 성종의 傳旨에도 불구하고 향역리 및 천구는
도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관념이, 지방관들이 향역리 및 관
노를 대거 환속시켰던 정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국대전》의 도승 3-1의 조문이 이 양천 신분 모두에게 도첩을 주
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5세기 후반 조선의 현실은 여전히 도첩은
향역리 및 공사천구에게 발급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탈
피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위 도첩식을 볼 때 또다른 특징 하나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
75) 최영호, 1984 〈幼學, 學生, 校生考〉 《歷史學報》 101, 19쪽 ; 최승희, 1989 〈朝
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 《國史館論叢》 1,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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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조선초기 《경국대전》에 규정된 도첩식 3-6에는 도첩을 받을
자의 세속 정보를 위주로 수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첩을 받는 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그 세속 이름, 生年 및 本官을 적고 父系와 母系의
직역을 확인하여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도첩을 발급해 주는 국가
의 관심이 해당 출가자의 세속적 배경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세속의 이름을 버리고 출가하여 ‘僧 아무개’가 되는 과정에서, 출가한
절, 출가시킨 師僧, 具足戒를 받은 戒壇이나 戒師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제도적 출세간의 증빙서인 도첩에는, 출
세간으로서의 정보보다 세간에서의 정보가 중점적으로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첩식의 정보는 이 시기 조선이 출가자의 어떤 면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도첩이 불교 교단
이 아닌 국가에서 발급되는 문서로, ‘학생’을 받을만한 계층에게 免役
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조
선초기의 도승의 제도는 출가자가 어디에서 출가 하든 누구에게 계를
받든 문서상 상관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도첩을 발급받
으면 되는 제도인 셈이다. 출가자의 세속 정보를 중심으로 한 도첩
규정은 조선초기의 도첩제가 갖는 독특한 특징으로 생각된다. 이는
향후 동시기 주변국과의 비교를 통해 소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76)

76) 설사 이 시기 불교계 내에서 구족계를 주는 절이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불교
계 내부의 일들은 국가의 법제상에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 국가에서 승을 파악하
는 것과 별도로, 조선시대 불교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승을 배출하고 있었는지는
향후 구명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이는 무도첩승의 존재와 더불어 조선시대 승
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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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僧政의 축소와 僧職의 위상 저하
1) 僧政의 축소와 兩宗의 위상

조선시대 불교 관련 행정의 관할 기구는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불교 관련 기구는 세종 6년 僧錄司의 폐지 이후 禪宗과
敎宗의 兩宗이 존재하다 연산군, 중종대의 논란을 거쳐 명종대 문정
왕후의 사후 완전히 혁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까
지 존재한 선종과 교종의 양종이 어떤 일을 관할하며 어떤 형태로 존
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국가가 불교 관련 기구를 어떻게 개편해 갔는지 짚어볼 필요
가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해보자면, 승록사가 중앙 통치 조직에 편입된 기구였
다면, 양종은 아니었다. 태종대 통치기구 및 관제를 정비할 때 禮曹
하에 편성되었던 승록사는 세종대 폐지되고 禪宗과 敎宗의 兩宗은 중
앙 통치 기구로 편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양종이 중앙 통치 조직에
서 탈락한 것과 별개로, 官敎를 받아 僧職을 제수 받은 僧人들은 계
속 존재하였다. 승록사 폐지 이후 양종 체제에서, 양종이 갖는 위상과
僧職者의 규모는 결국 이 시기 변화한 僧의 위상과 직결되는 것이었
다.
주지하다시피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도 국가 제도권 내에 불교계를 예속시키고자 하였다.77) 이미 고려 초
에, 출세간이면서도 임금의 신하임을 自稱하는[稱臣] 僧徒들이 나타나
고78) 僧錄司라는 기구를 통해 僧政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

77) 남동신, 1997 〈불교의 사회관과 국가관〉 《한국사상사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 청
년사
78) 남동신, 2005 〈선사비문을 통해 본 나말려초 불교 :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
계〉 《역사와 현실》 56, 102-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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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불교 교리에 즉한 沙門不敬王者論이나 僧統制를 비판하는 불교
적 입장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나79), 상대적으로 국가 지향적이었던
우리나라 불교계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이해된다. 적어도 고려시대까
지는 불교정책에 있어 통치체제 하에서 보호와 우대, 그리고 통제의
양면을 모두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불교계를 통치체제 하에 예속시키고자 한 것은 조선도 마찬가지였
다.80)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추진된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일률
적인 통치 체제를 벗어나는 행정이 없도록 불교 사무를 단속하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승록사의 기능 일부를 세속 아문으로 이관시킨
것으로 이해되는데, 앞 장에서 살폈듯 승록사를 예조 산하의 속아문
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 승록사를 혁파해 버리고, 도첩 발급
과 승직의 인사권은 吏曹와 禮曹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지정 사찰의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度牒僧의 자격을 선명하게 경계 지으려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명나라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개국초 통치 체제 개편 과정에서 명의 제도를 참조하였던 것
으로 보이며 불교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명 태조의 경우 출가했
던 전력이 있어 불교계 내부의 일을 잘 알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가 취한 일련의 불교 정책은 일방적으로 불교를 억압했다기
보다, 통치체제 하에 불교 사무를 완전히 예속시켜 불교계의 폐단을
없애고 僧俗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를
위해 불교계의 자치를 불허하고 寺庵의 수, 僧尼의 수, 度僧의 자격
과 과정, 度牒의 발급과 지역별 도첩의 액수, 행정단위별 불교 사무
기구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이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하여 善世院 등의 독자적 불교 기구를 철폐하고, 禮曹 산하의 속아문
79) 남동신, 앞 논문
80) 이하에서 약술하는 조선초 승록사의 폐지와 양종의 출범과 관련한 내용은 본고
Ⅱ장 2절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세세한 각주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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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僧錄司를 출범시켰다. 여기에 임명되는 僧의 品階는 세속 官階
에 준하여 규정하여 국가 관료체계 하에 편입시키고 불교계 관련 사
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免丁錢을 철폐하고 佛經의 시험
및 도승까지의 유예 기간을 도입하여, 경제력이나 여타의 이유가 아
닌 僧의 자질이 있는 자가 도승하도록 제도를 다듬어 갔다고 이해된
다.81)
그러나 조선의 경우, 명나라의 제도를 참조하여 정비해 갔다고 하기
에는 禪敎兩宗 출범 이후 조선이 보여준 불교 관련 체제의 정비는 사
뭇 독특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조선 전기 불교정책은 불
교계의 경제력을 감축하는 데에 큰 초점이 있었다.82) 이 시책은 당시
불교계의 경제적 역량을 크게 위축시켰을 것으로 평가된다.
불교계 경제력의 감축 정책은, 寺社의 경제력을 너머 조선전기 불
교정책으로서 ‘승록사의 혁파’와 ‘禪敎兩宗의 출범’ 등과 유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불교계를 지원하는 국가 비용의 문제는 불교계
의 경제력과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승단 운영에
대한 지원과 연관시켜 바라보아야 한다. 세종 6년 양종의 출범은 물
론 당시 조선의 僧政 규모와 僧人의 지위 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전체 7宗 242개 寺에서 兩宗 36寺 체제로의 변화는 국
가에서 寺社 및 僧人에게로 지출하던 비용이 크게 감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승록사와
양종이 불교 내부의 일, 특히 僧尼와 같은 불교계의 人的 자원에 대
한 처분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조선이 취한 불교 정책을 보면, 불교계의 인적 관리와 관련하여 크
게 두 개의 층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전체 백성을 대상으로 ‘출세간’의 범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81) 이상의 서술은 2장 2절에서 제시한 명대 불교 관련 일련의 연구서와 논문들을
참조하였다.
82) 한우근, 앞 책 ; 김갑주, 앞 책 ; 이병희, 앞 책 ; 김용태 앞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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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때로 국가가 ‘出家’를 통제하던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나, 정확
히 말하면 제도적 ‘度僧’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 시기 조선은 체제 내
출세간의 범주를 ‘度牒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불교가
광범한 신앙으로 자리 잡은 이 시기, 개개인의 출가 자체에 대한 통
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가는 공식적 출세간의 경계를 ‘모든 승’이
아니라 오로지 ‘도첩승’으로 제한하여, 국가 입장에서의 출세간과 세
속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제도적 세간과 출세간의 구분
은 이 ‘도첩’으로 가능하였으며, 도첩의 발급 주체는 승록사나 양종이
아닌 禮曹였다. 실상 《경제육전》 단계에서 도첩승 규제를 보면 도첩
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체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출가 자체를 규제
하려는 의도도 있었음이 엿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적 출가
행위 자체를 국가가 규제하기는 어려웠다.83)
다른 하나는 이미 출가한 승도를 대상으로 ‘僧政’을 통제하는 것이
었다. 승정이란,

僧科를 통한 僧의 선발, 僧階의 수여와 僧職의 제수

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84) 흔히, 승정은 승계를 승진
시키는 과정과 주지를 임명하는 과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설
명85)하는 것 역시 僧科를 전제한 것이다. 고려말 이래 승록사의 권한
이 커지면서 승록사가 승정을 장악하였다.
불교계 인적 관리와 관련한 위의 두 가지 층위 중, 조선전기의 불
교 관련 기구 정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인 승정이
다. 개국 초 승정은 승록사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태종 5년 이래 승록
사가 禮曹의 속아문화 하고 僧職 署經 같은 기능은 吏曹로 이관되어,
83) 이러한 정황은 1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84) 이러한 정의는 허흥식을 비롯하여, 僧政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 허흥식, 1986 〈불교계의 조직과 행정제
도〉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 이재창, 앞 논문 ; 장동익, 앞 논문 ; 박윤진,
2015 〈고려시대 불교정책과 그 특성〉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4, 대한불교 조
계종 불교사회연구소 ; 류기정, 2001 〈조선전기 승정의 정비와 운영〉, 한국교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85) 허흥식, 위 책,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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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세속 통치 조직 하에 포섭되는 경향을 보인다.
의문점이 남는 것은 승록사 폐지 이후이다. 세종 6년 승록사가 혁
파되고 선종과 교종의 양종 체제가 출범한 이후 이 양종이 어디에 어
떻게 소속되어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
다. 당시의 기사에서는 양종의 담당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록하
고 있다.

가) 조계·천태·총남 3종을 합쳐서 선종으로, 화엄·자은·중
신·시흥 4종을 합쳐서 교종으로 하소서......승록사를 혁
파하고, 서울에 있는 흥천사를 선종도회소로, 흥덕사를
교종도회소로 삼으며, 나이와 행실이 아울러 높은 자를
가려 뽑아 양종의 행수와 장무를 삼아서 僧 내부의 일
[僧中之事]을 살피게 하소서.86)

위 기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승록사를 혁파하고 출범한 기구가 선
종과 교종의 양종이었다. 이들 양종의 조직 안에 행수와 장무를 두고
담당케 한 업무는 승 내부의 일, ‘僧中之事’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양종의 업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견해
를 피력한 바 있다. 하나는 기존 승록사 兩街 僧統의 사무를 兩宗의
行首 掌務가 승계하게 하였다거나87) 승록사가 총괄하던 교단통제 업
무의 기능을 박탈하고 두 종단에서 따로따로 사무를 맡아보게 함으로
써 통제적 기능을 분산･약화 하였다고88) 하는 주장이다. 이들 견해는,
후자가 승록사 기능의 분산을 강조하기는 하나, 양종이 기존 승록사

86)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2번째 기사, “仍革僧錄司 以京中興天
寺爲禪宗都會所 興德寺爲敎宗都會所 揀取年行俱高者 以爲兩宗行首掌務 令察僧
中之事.”
87) 無能居士(이능화), 1925 〈이조불교사(2) : 僧錄司로부터 禪敎兩宗都會所〉 《불교
사 불교》 제 11호
88) 김영태, 1995 《한국사》 26, 국사편찬위원회,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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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이어받았음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경우 승록사나 양종이 불교계의 어떤 일을 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히
서술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단을 총괄’한다는 표현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이미 승록사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
어 있었고 그 종교적 기능만을 선교 양종이 계승하였다고 보는 견해
이다.89) 이 경우, ‘양종도회소는 국가나 왕실의 종교적 행사나 불교계
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만 이관 받았으므로 의정부 산하 행정관부
내에 두지 않았다’90)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는 이미 승록사의 행정적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므로 승록사에서 양종 체제로의 변화는 큰 무
리가 따르지 않았고, 불교계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보았다.91)
이 견해는 승록사의 기능 중 ‘도첩의 발급과 승직의 서경’이 세속 아
문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승록사의 ‘행정적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평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직의 서경은 고려말 이전에는 승록사에 있지
않았음이 알려져 있고92) 도첩의 업무는 국초부터 예조의 업무였다.
또한 양종이 여전히 選試를 주관하고 住持 후보를 천거하는 등의 역
할을 지속하였는데, 이를 ‘종교적 기능’에 국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
을지 의문이다.

89) 사문경, 2001 〈세종대 선교양종도회소의 설치와 운영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17. 사문경은 9쪽에서 ‘승록사의 기능 중 최고의 기능이었던 승려에 대한 서경권
이 이조로 이관되어 있었고 도첩의 발급에 대한 것도 예조와 함께 공유하였으므로
승록사의 행정적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였고, 10쪽에서 ‘양종도회소’(이 연구는
승록사의 기능이 이관된 기구를 양종도회소로 이해하고 있다.)는 ‘국가나 왕실의
종교적 행사나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만 이관 받았으므로 의정부 산하 행
정관부 내에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경우 도첩 발급을 원
래 승록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예조가 권한을 가져간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 재고
의 여지가 있다.
90) 사문경, 앞 논문, 10쪽. 아울러 사문경은 앞 논문을 비롯, 박사학위 논문 등에서
승록사 폐지 이후 설치된 기구를 양종이 아닌 ‘양종도회소’로 보고 있다.
91) 사문경, 2001 〈고려말 조선초 불교기관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60쪽
92) 허흥식, 앞 논문 ; 張東翼, 1981 〈惠諶의 大禪師告身에 대한 檢討〉 《한국사연
구》 34

267

앞서 살핀 《경국대전》 禮典 度僧 3-1 조문에서는 도첩을 받기 위
해서는 出家者가 석 달 내에 ‘禪宗이나 敎宗’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3-1 조문은 ① 보물본과 나머지 乙巳대전에 공통적으로 내용의 차이
없이 수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선종이나 교종은 어디에 소속되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보물본은 〈禮典〉밖
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吏典〉의 六曹에 규정된 전체 속아문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단 〈예전〉 첫머리에 禮曹의 속아문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예조의 구성은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제육전》의 육조 체제
에는 예조 속아문으로 승록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 승록사가 폐지된 《경국대전》 단계에서 兩宗은 예조에 소속되어
있을까? 다음 <표 18>은 《경제육전》93)과 ① 보물본 《경국대전》 《경
국대전》의 최종 수정본인 乙巳年의 大典에서 예조의 속아문을 뽑아
수록한 표이다.
아래의 <표 18>을 통해 조선 전기 禮曹의 조직 변천을 한 눈에 확
인할 수 있다.94) 태종 5년 이후 《경제육전》 단계에는 승록사가 존재
하나 ① 보물본과 乙巳년 《경국대전》 〈예전〉에는 禪宗과 敎宗의 兩
宗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국대전》 예조의 나머지 속아문들의 면
모로 미루어 불교와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93) 육조의 조직 구성은 태종 5년에 발표되어 경제육전 중 《속육전》에 실린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한 내용 및 《경제육전》 단계의 승록사 기능 변천 등의 내용은 본
논문 Ⅱ장 2절 참조. 다만
94) 禮典의 내용 및 禮曹의 기능은 위 표에서 보다시피 개국 이래 15세기 내내 많은
변동이 있었다. 《경국대전》 내에서도 변화들이 감지되는데, ① 보물본과 乙巳대전
등을 비교하여 이들 변화를 세세히 궁구하는 일은 본문에서 다룰 요지에서 벗어나
는 면이 있어 추후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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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조선전기 禮曹 屬衙門의 변천
禮曹 屬衙門
藝文館, 春秋館, 經筵, 書筵, 成均館, 通禮門, 奉常
寺, 禮賓寺, 典醫監, 司譯院, 書雲觀, 校書館, 文書
《續六典》

應奉司, 宗廟署, 司醞署, 濟生院, 惠民局, 雅樂署,
典樂署, 司臠所, 膳官署, 道流房, 福興庫, 東西大悲
院, 氷庫, 種藥色, 太淸觀, 昭格殿, 圖畫院, 架閣庫,
典廐署, 社稷壇, 慣習都監, 僧錄司, 各道學校醫學
藝文館, 成均館, 春秋館, 弘文館, 承文院, 通禮院,

① 보물본
《經國大典》

奉常寺, 內醫院, 禮賓寺, 掌樂院, 觀象監, 典醫監,
司譯院, 世子侍講院, 宗學, 昭格署, 宗廟署, 社稷
署, 典校署, 氷庫, 典牲署, 司畜署, 惠民署, 圖畫署,
活人署, 歸厚署, 四學
弘文館, 藝文館, 成均館, 春秋館, 承文院, 通禮院,
奉常寺, 校書館, 內醫院, 禮賓寺, 掌樂院, 觀象監,

乙巳年

典醫監, 司譯院, 世子侍講院, 宗學, 昭格署, 宗廟

《經國大典》 署, 社稷署, 氷庫, 典牲署, 司畜署, 惠民署, 圖畫署,
活人署, 歸厚署, 四學, 文昭殿, 延恩殿參奉, 畿內諸
陵殿參奉

그렇다면 과연 禪宗과 敎宗의 兩宗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 禮曹가 담당하던 기능의 변화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육전》에서 《경국대전》으로의 변모는 고려적 유
습이 다분히 반영된 조선초기 체제에서 진정한 조선의 체제로 거듭나
는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된다.95)

95) 윤국일, 앞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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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15세기 禮曹 담당 업무의 변천
禮曹 담당 업무
태조 1년 7월

祭享, 賓客, 朝會, 科擧, 釋道, 進獻

《經濟六典》96)

禮樂, 祀祭, 燕享, 貢擧, 卜祝

《經國大典》97)

禮樂, 祭祀, 宴享, 朝聘, 學校, 科擧

위 표에서 보이는 15세기 예조 업무의 변천을 볼 때 가장 눈에 띄
는

《경제육전》에서 《경국대전》으로 변화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일이

예조의 주된 업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개국 직후 예조의 담
당업무에는 ‘釋道’라는 용어로 명확히 불교와 도교를 지칭하고 있으며
《經濟六典》의 ‘卜祝’도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승록사의 존재와 더불
어 불교의 祝釐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국대
전》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기능이 예조의 업무로 명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종이 세속 통치체제의 통제를 벗어낫다고 판단
해서는 안된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나)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正言 趙珩이 아뢰
기를, “僧選의 법을 삭제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하는 날
에, 청컨대 禮曹의 郞廳은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96) 전술하였듯 태종 5년 기사에 보여 경제육전 중 《속육전》에 실린 것으로 본다.
97) 《東國輿地勝覽》 卷2 京都下 文職公署 禮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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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侍講官 鄭光世가 대답하여 말
하기를, “그 선발 시험 때 住持僧으로 證明을 삼는데,
만약 예조의 관원이 없으면 반드시 그의 사랑하고 미워
하는 데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
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그 무리에게만
오로지 맡길 수는 없다. 더욱이 祖宗朝의 오래된 일인데
갑자기 없앨 수 있겠는가.” 하였다. 조형이 말하기를,
“시험이 비록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
다. 비록 잘하는 자를 취한다 한들 또한 나라를 다스리
는 道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
를, “요즘 대간이 이것으로 異端을 물리친다 하여 누차
말하였다. 그러나 兩宗은 이미 예조에 속해 있으니, 비
록 낭관을 보내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98)

위 기사는 성종 23년, 僧人의 선발 시험을 없애지 못한다면 그 시
험에 예조의 낭청을 파견하는 것만이라도 하지 말자고 건의하는 기사
이다. 이에 대해 성종은 양종이 이미 예조에 속해 있는데 예조의 낭
청을 보내어 그 시험을 관리하는게 나쁠 것 없다고 하였다. 즉, 승직
의 선발, 양종의 選試가 아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
로 예조에서 해당 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위 기사와 같이 이 무렵 僧人을 선발하여 나라에서 爵秩을 주는 것
을 폐하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논의의 과정에서 예조의 낭
청을 보내어 감독하게 하는 것이라도 그만 두자는 건의가 나온 것인
데, 그 의도는 승인 선발 시험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권위를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사실 이러한 건의는 ‘正
言’의 입장과 관련하여 정치사상적 명분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98)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丁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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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강관 鄭光世가 반대한 이유는 사뭇 현실적이다. 僧人 選
試의 감독은 예조 정랑이 가지 않으면 證明으로 참석한 주지승들 마
음대로 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조 관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다. 寺社로 국가의 비용이 내려가고 있었고, 그 비용에 대한 주지의
전횡이 심각한 문제였음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 있다. 그런데 選試에
최종 선발된 승인은 주지로 임명될 자격을 얻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寺社의 주지 임명 문제는 승단 마음대로 하도록 놔둘 수만은 없는 일
이었던 것이다. 결국 양종은 《경국대전》에 국가 통치 조직으로 실릴
만한 위상을 갖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
었다. 위 기사에서 보여주듯, 양종은 예조의 통제 아래 있었음을 부정
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경국대전》 단계에서 선종과 교종의
양종은 중앙의 정식 통치 기구 내로 편입되지 못하였다. 태조 때 독
립적 성격의 아문으로 존재하던 僧錄司는 태종 5년 예조의 속아문화
하여 통치기구 내에 예속되고 그 권한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세종 6
년 양종 체제로 전환되고 《경국대전》에 이르러 국가 통치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탈락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위 표에서 보듯 《경국대
전》 ①본은 물론 乙巳대전에서도 승정과 관련한 선종과 교종을 예조
의 속아문으로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중앙의 통치 기구로 승
정을 담당하는 衙門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경국대전》에서 규정하
는 국가의 통치 조직은 세속의 정치기구만으로 짜여져 있었다. 출세
간의 기구 양종은 세속 기구와 별개로 떨어져 나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종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국가가 용인한 것은 아니
다. 양종은 예조의 통제 하에 있었다. 寺社로 비용이 내려가고 僧職
의 선발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관련한 일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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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종 6년의 승록사 폐지와 선종･교종의 兩宗 성립은 국가 통치
체제의 정식 기구로서의 승정 기구가 혁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
제육전》 조문에서는 《원전》의 조문을 유지하다가99) 《경국대전》 단계
에서는 법전에 실리는 국가의 통치 조직 내에서 불교의 승정 관할 기
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세종 6년 禪敎 兩宗 36寺 체제로의 대대
적인 개혁이 있고나서, 출세간의 양종은 출세간의 사무, 즉 ‘승단 내
의 일[僧中之事]’을 보는 ‘출세간만의 기구’가 되어 그 격이 떨어졌다
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양종이 세속 권력의 통제 밖에 있
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조의 통제 하에 들어 있었다.
《경국대전》이 명시한 국가 조직 내에 양종이 위치하지 못한 것은,
양종에 대한 통치 권력의 장악력과 별개로 《경국대전》의 성격을 선명
하게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다시 말해, 양종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거
나 그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기 정치세
력이 지향한 국가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승록사와 달리 양종
이 육조의 속아문에서 탈락한 것은 《경국대전》 편찬 세력이 그리는
이상적인 국가 조직도 내에 출세간의 기구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 것
이며 그 영향력도 이전 같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양종으로 대변되는 불교계의 영향력 혹은 위상과 관련하여 僧職의
규모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전의 조문이 의미하는 바를 치밀하
게 추적하면, 그 변화상을 추출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僧職의 규모는 육전 단계보다 대전 단계에서 대폭 축소되었
다. 즉, 태종대의 7종을 세종이 양종으로 병합했다는 것은 승직의 규
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서는 僧職者를 선발하는 시험인 이른바 僧科 《경국대전》에서는 選
試로 지칭하는 시험의 절차를 상세히 살펴야 한다. 매 식년 배출되는
99) 《경제육전》의 해당 조문이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인용되고
있어 세종 11년까지 승록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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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최종 합격자의 규모는 결국 승직자의 전체 규모와 직결되는 문제
이기 때문이다.
僧人의 選試에 대한 기록은 《실록》 및 문집류 등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절차에 대해 언급한 이른 시기의 대표적인 기사는
앞서 정리했던 《경제육전》의 3-5+, 3-6+ 조문이다. 편의상 《경제육
전》의 해당 조문을 다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經濟六典》 禮典 選試
3-5+. 각 종은 抄選 때에 많으면 70-80, 적으면 4-50인을
선발한다.100)
3-6+. 선종과 교종을 각각 1종으로 만들고 문과향시의 법
에 의거하여 각 도마다 선교 2학을 두게 한다. 試年에는
학술에 정밀한 자를 뽑아 승록사에 올리고, 승록사에서 다
시 그 뽑힌 자들을 고찰한 후 선종과 교종의 2宗에 이송한
다. 선교 각 종은 옛 초선법에 의거하고, 입선은 그 1/3을
취하여 모람된 폐단을 없앤다.101)

《경제육전》의 위 조문들에서는 세속의 文科鄕試의 법에 의거하여,
抄選과 入選의 2단계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選試의 절차를 규정한 바
있다. 최종 시험에서는 초선에서 선발된 인원의 1/3을 취한다고 하였
다.
이후 등장하는 기록이 《경국대전》의 選試에 대한 규정이다.

《경국

대전》 3-2 조문을 보자.

100) 各宗當抄選之時 多至七八十 少不下四五十.
101) 禪敎各爲一宗 依文科鄕試之法 令各道置禪敎二學 當試年 選其精於學術者 升之
僧錄司. 僧錄司更考其選 然後移送禪敎二宗. 禪敎各宗 依舊抄選 入選取三分之一
以革冒濫之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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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禮典 度僧
3-2. 선종과 교종은 3년에 한 번 選試를 치른다. 선종은
《전등》 《염송》을, 교종은 《화엄경》 《십지론》을 시험하여
각각 30인씩 뽑는다.102)

위 조문은 乙巳년에 완성된 《경국대전》 禮典 度僧 조항에 실린 選
試에 대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選試의 주기, 과목, 최종 합격 인원을
규정하고 있다. 3년에 한 번, 선종은 《傳燈》과 《拈頌》을, 교종은 《華
嚴經》과 《十地論》을 시험하며 각 종에 서 30인씩 총 60인을 선발하
는 것이다. 여기서 《전등》과 《염송》이란 각각 《景德傳燈錄》103)과 《禪
門拈頌》104)을 뜻하는 것으로, 조선초부터 禪門에서 익히도록 정해진
기본 경전이었다.105)
그러나 위 《경국대전》 3-2 조문의 내용은 매우 축약적이어서 최종
선발 단계만을 제시하고 있다. 위 조문만으로는 최종 30인씩을 뽑을
때 까지 구체적으로 選試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는 어려운 것이다. 《경국대전》의 이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연하
는 기록으로 《慵齋叢話》의 내용이 종종 인용된다. 《용재총화》는 《경
국대전》이 반포되고 시행되는 시기를 살며 유수의 관직을 거친 成俔
102) 禪敎兩宗每三年選試 禪宗則傳燈頌 敎宗則華嚴經十地論 各取三十人.
103) 道原 찬술. 총 30권. 인도 및 중국의 선종 전등의 법계를 밝히는 책으로 1701
인의 계보를 서술하고 있어 중국선종사 연구의 근본 자료로 중시된다. 과거칠불에
서부터 석가모니불을 거쳐 달마에 이르는 인도 선종의 조사들과, 달마 이후의 중
국 傳燈法系를 수록하였다. 1004년에 찬술되어 송나라 眞宗에게 봉정되었고, 이
를 칙명으로 楊億이 다듬어 대장경에 편입하였다. (불교문화연구소, 1976 《한국불
교찬술문헌총록》, 동국대학교출판부 ; 정승석, 1989 《佛典解說事典》, 민족사 참
조)
104) 고려후기 승 眞覺國師 慧諶(1178-1234)이 1226년 편찬한 책으로, 禪家의 古話
1125則과 여러 禪師들의 徵·拈·化·别·頌·歌 등을 모아 30권으로 엮은 것이다. 고
려인의 입장에서 諸家의 語錄과 傳燈을 연대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
대한 책이며, 한국 禪의 중심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다.(불교문화연구소, 1976 《한
국불교찬술문헌총록》, 동국대학교출판부 ; 정승석, 1989 《佛典解說事典》, 민족사
참조)
105)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5월 13일 己未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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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집으로, 당대인의 기록이므로 학계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
고 있다. 그럼 《용재총화》에서 설명하는 選試의 절차를 참고해 보자.

다) 禪宗에서는 《전등》과 《염송》을, 敎宗에서는 《화엄경》
을 講하는데 각 30인을 뽑는다. 이전에는 내시별감이 왕
명을 받들어 갔는데, 지금은 예조의 낭청이 가고 兩宗에
서 判事와 掌務, 傳法의 3인과 證義 10인이 참여하여
함께 앉아 시험해 뽑는다. 뇌물을 판사와 증의에게 바치
면 합격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능력이 있고 이름이
있는 자라도 합격하지 못하니, 사사로움을 따르고 욕심
이 많은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합격한 사람
은 大禪이라 한다. 선종에서는 大禪에서 中德으로, 中德
에서 禪師로, 禪師에서 大禪師로 올라가는데, 판사를 배
수 받은 사람은 都大禪師라 일컫는다. 교종에서는 大禪
에서 中德으로, 中德에서 大德으로, 大德에서 大師로 올
라가는데, 판사를 배수 받은 사람은 都大師라 일컫는다.
양종에서는 내외의 절을 각각 15개 정도씩 나누어 관장
한다. 中德에 오른 자는 住持로 추천되는데, 선종과 교
종에서 三望을 갖추어 禮曹에 올리며 禮曹는 吏曹에 移
文하면 임금에게 올려 낙점을 받는다.106)

이 기록은 成俔 《慵齋叢話》 권9의 내용이다. 《경국대전》의 3-2 조
문과 비교했을 때 교종 시험 과목에서 《십지론》을 빼놓기는 하였으나
《경국대전》에 실린 선시의 장면을 대략 그려볼 수 있다. 예조에서 파
견한 낭청이 각 宗의 판사와 장무, 전법, 증의 등의 승인들과 함께 시
험장에 참석하여 입격자를 뽑는다고 하였다. 즉, 選試는 선종과 교종

106) 成俔 《慵齋叢話》 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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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장하되 禮曹 郎官의 입시 하에 시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예조
관리인 낭청이 참관한 사실은 앞서 성종 23년의 기사 나)에서도 확인
되는 내용이었다. 재미있게도 기사 나)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
조 낭청을 파견한다 하였으나, 그와 상관없이 뇌물에 의해 당락이 좌
우되는 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경국대전》 3-2 조문과 《용재총화》의 기록에서 僧人의
選試 장면까지는 유추하였으나, 시험의 단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
는다. 앞서 《경제육전》 조문 3-5+, 3-6+에서 抄選과 大選의 두 단계
가 있음을 본 바 《경국대전》의 3-2조문은 두 번째 시험인 大選 단계
를 법조문화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정황은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
된다.

라) 예조에서 아뢰기를, “禪科에 관한 전례는 본조의 문안
을 고찰해 보니 覆試의 날을 가린 일만 있고 初試에 관
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甲子年에 출신한 僧人들의
말이 ‘禪科初試 때 兩宗에서 각각 1백 명씩 뽑고, 이듬
해의 복시 때 본조의 낭청을 보내 시험하여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대로 양종에서부터 初
試를 보이라.” 하였다.107)

위 기사는 16세기 전반에 양종의 選試가 치러지지 않다가 명종대에
들어 다시 실시되었을 때, 이전에 시행될 때의 절차를 조사하여 예조
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다. 甲子年 즉 연산 10년(1504)년에 選試에 입
격한 僧人들에 의하면 양종에서 먼저 100명씩 총 200명을 뽑고, 이
들을 다시 다음해에 시험하여 최종 입격자를 가렸는데 이 시험에 예
조의 郎廳이 파견되었다 하였다.

107) 《명종실록》 17권, 명종 9년 8월 18일 丙戌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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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年 출신의 승인들은 명종 9년(1554) 당시 60-70세가 넘었을
고령의 승직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이 치른 選試의 때는 위 《용재총
화》의 저자 성현이 경험한 시기와 겹친다. 따라서 기사 다)와 라)를
아울러 보면 성현의 기록은 곧 예조 낭청이 파견된 選試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위 기사 나), 다), 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국대전》에 실린 양
종 選試가 치러지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양종에서 식년 한 해 전에
1차 시험을 열어 양종에서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선발한다. 이듬
해 이들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시험이 열린다. 즉,
양종 도회소에서 각 宗의 選試가 치러지는 것이다. 시험은 宗 내에서
는 판사, 장무, 전법과 열 명의 증의가 주관한다. 더불어 양종이 소속
된 예조에서도 낭청을 파견하여 함께 배석시켜 시험을 감독하도록 한
다. 여기서 각 종마다 30인 씩 양종에서 총 60인이 최종 선발된다.
이들은 처음에 大禪의 지위를 얻는다. 이후 中德 등으로 승진하며,
中德이 된 후부터 주지로 임명될 수 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 앞서 보았던 《경제육전》 3-5+, 3-6+ 조문의
抄選-入選의 두 단계 선발 과정이 《경국대전》의 시기까지 지켜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종의 초선에서 먼저 100명씩 선발하고 다음해
의 입선에서 30명을 뽑는 최종 합격자 규모는, 앞서 《경제육전》 규정
에서 ‘入選은 抄選의 1/3을 선발한다’는 조문의 규정과 대략 일치하
는 규모이다. 따라서 《경국대전》 3-2 조문 選試의 규정은 《경제육전》
選試 규정의 두 번째 시험인 入選단계를 조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당시 選試를 통해 배출되던 승직자의 규모를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抄選에서 선발한 수의 규정이 얼마인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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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는 앞서 《경제육전》 3-5+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겠다. 《경제육전》의 3-5+와 3-6+ 조문의 내용은 태
종 14년의 기사에서 추출한 것이다. 당시 불교계는 태종의 종파 병합
을 거친 후로 7宗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육전》 3-5+ 조문
에서 종마다 抄選에서 적으면 40-50, 많으면 70-80인을 선발한다고
하였다. 이를 7종으로 계산하면 모든 宗을 합하여 抄選에서, 적으면
280인, 많으면 560인을 선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다시 시험하
여 入選에서 그 1/3만 최종 선발하였으니, 적을 때 약 93인, 많을 때
약 187인 정도가 뽑혔다고 볼 수 있다.
즉, 태종 14년 7종이 존재할 당시 抄選-入選의 시험이 정비되기 전
에는 280인~560인 규모로 모람되게 배출되던 승직자가, 選試 단계
정비 이후 3년마다 93~187인 정도의 규모로 배출되게 되었다. 이후
세종 6년의 양종체제 수립 이후에는, 抄選에서 80~160인이 선발되고
入選에서 27~53인 규모로 최종 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위에서 살폈듯 《경국대전》 3-2 조문은 최종 선발 각 종마다
30인, 합하여 60인으로 못박고 있다. 양종체제로 전환한 후 抄選의
선발 인원 규정을 언제 다듬었는지 명확치는 않다. 다만 《경국대전》
규정 당시 抄選은 宗 별로 각각 100인씩 모두 200인, 入選은 그 1/3
규모로 宗마다 30인으로 양종 합하여 60인이 되었다. 이 점으로 미루
어 이전 관례에 비해 宗이 양종으로 줄은 대신, 종 별 선발 인원을
늘려 초선-입선이 각각 100인-30인으로 규정이 정비되어 《경국대전》
에 정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승직 선발의 규모는 15세기동안 시간이 흐를수록 축소되어
갔다. 특히 宗 병합은 승직 선발의 규모를 크게 감축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경국대전》 3-2 조문의 규모, 즉 3년마다 양종
합하여 60인이 배출되는 정도로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러한 규모는 7종일 때 많으면 190인 가까이 배출되던 승직이 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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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하에서는 60인으로 감축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승직 선발 규모 감축의 근본적 원인은 종
파의 병합이다. 아울러 양종체제로 전환되면서 소속 寺社의 수가 대
폭 감축되어 필요한 승직의 규모도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選試에 합격하여 中德 이상의 승직을 받아야 주지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했을 때, 양종 소속 寺社의 수 감축은 결국 승직 규
모의 축소를 노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승직 선발 규모가 대폭 감축
되어 가는 추세는 승단 내 승직에 대한 경쟁을 가열시키기보다, 도승
규정의 변화와 더불어 상층 신분의 승직 유입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첩승이 되어 승직을 얻는 것은 더 이상
出身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僧職이나마 나라로부터
爵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경국대전》 도첩 규정 3-1에서 ‘兩班子弟’와 같이
분명한 상층 신분의 제한 규정이 사라졌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
각된다. 양반자제가 度牒僧이 되어 僧職으로 진출하고 불교계의 高僧
이 되어 사회적 존경과 명망을 얻는 이전 사회의 유습은, 정치사상적
으로 명분을 잃어 갔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위축되어 갔다. 양반
자제에 한정되지 않고 賤口에게도 열린 도첩의 규정은 상층신분에게
매력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도첩승이 되더라도 대폭 줄어든 승직의
기회와 가치는 과거의 기회와 가치가 확대되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였
다.
더구나 국가의 통치 조직 내에 정식 기구로 안착하지 못한 양종은
이전 승록사와 같은 격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출세간의 기구이나 세
속 권력으로 강력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던 승록사는 그 규모나 격
에 있어 축소일로를 걸었는데 그 통제의 결정적 결과물이 양종체제로
의 전환이었던 것이다. 이는 도첩 규정을 엄격히 하여 출세간의 경계
를 분명히 하려던 도승의 제도와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승록사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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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양종체제로의 전환은, 출세간의 기구이면서도 비대한 경제적·인
적 규모로 인해 애매하게 세속 조직의 속아문으로 존재하던 단계를
넘어 과감하게 불교계의 경제력과 인적 조직을 감축한 결과물이었다.
이를 통해 출세간의 조직인 양종은 세간의 통치기구와 분리되었고 이
는 《경국대전》이라는 만세의 법전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다. 출세간의 조직으로서 양종은 《경국대전》에 명시된 국가 기구의
조직도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양종의 소속 사사는 국가
의 비용을 받고 공식적인 승직자가 아직 배출되기는 하지만 그 위상
과 규모는 이전에 비해 하락, 감축해 갔음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경국대전》에서 보이는 兩宗과 選試에 대한 규정은, 고려말부
터 오랜 기간 논의해온 제도적 출세간의 처분 문제에 있어 일종의 15
세기적 마침표를 찍은 것이었다. 승록사의 폐지와 종파의 병합, 지정
寺社 감축 등은 불교계의 경제력과 승직 규모의 대대적 감축을 전제
하는 과감한 개혁이었다. 이같은 변화를 법전에 반영하면서 선종과
교종의 양종은 吏典에서 국가의 중앙 조직으로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禮典에서 예조의 공식 속아문으로 수록되지도 못하였다. 예조의 기능
에는 이전과 달리 불교에 대한 명분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더하여 僧政이나 僧職, 選試 등은 《경국대전》에서 개별 조항으로
독립하지 못하였다. 앞서 《신묘대전》과 《을사대전》의 度僧 조항 내용
의 차이에서 이미 보았듯, 僧人의 選試와 住持 규정은 《경국대전》에
서 개별 조항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의미에 맞지 않게 ‘度僧’조항 아래
로 몰아 수록되었다. 그나마 度僧 조항 아래 붙은 選試의 조문은 대
폭 축소된 승직 규모를 못 박은 것이었음을 알았다. 이는 양종과 승
직의 위상과 규모를 이전에 비해 대폭 하락, 감축한 내용을 법전의
조문으로 성문화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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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還俗者敍用 조항 삭거와 僧職

아래에서는 환속자 서용 조항의 변화와, 이 조항에서 거론되는 ‘僧
職의 准計’에 대해 소상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환속자 서용의 문제는
《경제육전》 단계에서는 규정이 바뀌어 가며 논란이 되는 모습을 보이
지만 《경국대전》 단계에 오면 법전에 환속자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지 않는다. 더하여 육전의 환속자 규정인 승직의 준계 정도를
이전만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는 《경제육전》과 《경
국대전》 사이에 변화한 승 혹은 승직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 하다.
《경제육전》의 규정과 달리 《경국대전》에는 환속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Ⅱ장에서 확인한 바처럼 세종 8년 《신속육전》에는 1-2와 같은
환속자 서용 규정이 수록되어 있었다. 편의상 조문을 옮겨보면 다음
과 같다.

1-2. 《신속육전》 : 世宗朝 經濟六典內 還俗人 自願從仕
者 考其祖系才品 成衆愛馬相當處差定 其有才幹可任者 僧
職准計敍用.
【환속한 사람으로 스스로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祖
系와 才品을 상고하여 성중애마에 상당하는 곳에 뽑아 임명
하되, 그 중에서 재간이 있어 임용할 만 한 자는 승직을 准
計하여 서용한다.】

위 내용은 세종 7년 6월 27일 기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속한 자들의 초입사례를 면해주고 성중애마에 상당하는
곳에 임명한다는 것이다. 또한 승직을 지낸 경우 재간을 봐서 ‘僧職을
准計하여 서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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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환속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찾을 수 없는데, 이 조항이 계
속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국대전》 단계에 들어가면
환속한 승직자의 승직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가) 甲士 孫旱雨가 상언하기를, “처음에 僧이 되어 日休라
는 이름으로 大禪師를 받았는데, 이제 환속하여 甲士에
속하였습니다. 세종 때의 《경제육전》에는 ‘환속한 사람으
로서 스스로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祖系와 才品을
상고하여 成衆愛馬에 상당하는 곳에 뽑아 임명하되, 그
중에서 재간이 있어 임용할 만 한 자는 승직을 准計하여
서용한다.’ 하였습니다. 대선사도 임금이 내린 벼슬이니,
通計하여 벼슬받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兵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예조의 관문을 받으니, 禪宗의
첩정에, ‘대선사는 동반·서반의 4품에 준하고, 선사는 5
품에 준하고, 중덕은 6품에 준한다.’ 하였으나, 吏典을
상고하니 의거할 만한 成文이 없고 《경제육전》은 지금
통용되는 법이 아니며, 손한우는 별로 재간이 없는데 대
선사라는 헛된 직함을 통계하여 4품을 超授하는 것은 이
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1階資만을 더하여 주소
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08)

위 기사로 보아 상언한 孫旱雨는 원래 僧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는 출가하여 승 日休로 활동하며 大禪師를 지냈던 인물이었는데 환속
하여 ‘甲士’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육전》 1-2의 조문에 의하면
‘성중애마에 상당하는 곳’에 뽑아 임명하라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
여 판단하면 ‘갑사’는 ‘성중애마에 상당하는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

108)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己未 5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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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9)
갑사는 試取에 의해 선발되는 兵種이었다.110) 조선초기 병종은 시
취에 의하지 않고 군역의 부과로 신분에 따라 저절로 편입되는 병종
과, 시취에 의하여 선발되는 병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정
한 取才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야 해당 병종에 편입될 수 있었는데,
別侍衛, 갑사 등 시취에 의해 편입되는 병종은 각각 응시자의 경제적
富의 정도와 신분 제한이 골자가 되는 자격 규정을 가지고 있었
다.111) 15세기 후반에 가면 별시위와 달리 갑사는 內禁衛 중에서 실
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이속되기도 하였다.112) 그러나 당대의 언급처
럼, 별시위가 祿만 있고 保는 없는데 반해 갑사는 별시위보다 못하면
서 祿과 保를 모두 가지고 있어 諸色 가운데 가장 넉넉하다고 지적되
는 자리였다.113) 또한 천인의 경우 양인이 되었더라도 갑사에 들어가
지 못하였음을 볼 때114) 갑사는 이전의 성중애마와 유사하게 신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병종이었다.
손한우는 기존의 관행에 의해 환속 후 별다른 시취 없이 갑사를 받
109) 정종 즉위년에 갑사가 복립될 때 성중애마에 속했던 司楯, 司衣가 혁파되고 別
侍衛가 설치되어 대신하도록 한 바 있다. 갑사의 복립과 성중애마의 개편은 조선
초 숙위군제의 개편구도를 제시하는 지표로, 두 병종의 조직 및 통솔 체계는 당분
간 서로 병존하며 변모하였다. 이상 윤훈표, 2000 〈朝鮮初期 甲士의 統率體系〉
《실학사상연구》17-18, 16쪽 참조
110) 조선초기 兵種은 시취에 의하지 않고 군역의 부과로 신분에 따라 저절로 편입
되는 병종과, 시취에 의하여 선발되는 병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중 시취로
선발되는 것이 別侍衛, 親軍衛, 갑사, 破敵衛, 壯勇隊, 彭排, 隊卒 등이었다. 이들
은 일정한 취재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야 해당 병종에 편입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병종의 구분은 이 시기 신분적 토대 위에서 군역이 부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별시위, 갑사 등 시취에 의해 편입되는 병종은 각각 응시자의 경제적 부의
정도와 신분제한이 골자가 되는 자격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갑사와 관련한 이해
는 다음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다. 천관우, 1964 〈조선초기 오위의 병종〉 《사학연
구》 18 ; 민현구, 1983 〈사회구성과 군역제도〉 《조선초기 군사제도와 정치》, 재단
법인 한국연구원 ; 김종수, 1992 〈16세기 갑사의 소멸과 정병입역의 변화〉 《국사
관논총》32 ; 윤훈표, 2000 〈朝鮮初期 甲士의 統率體系〉 《실학사상연구》17-18
111) 민현구, 위 논문, 60-61쪽
112) 김종수, 위 논문
113) 《연산군일기》 5권, 연산 1년 5월 28일 庚戌 5번째 기사
114)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4일 癸亥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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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上言의 내용으로 보아 손한우는 갑사의
지위가 대선사를 지냈던 자신에게 너무 낮은 직이라고 느꼈던 것 같
다. 당시 禪宗의 牒呈에 의하면 대선사는 세속 官階의 4품에 준하는
승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사는 判禪宗事가 될 수 있는 前단계
의 승직으로, 승정 체제 내에서 높은 승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兵
曹는 손한우에게 임용할 만 한 별다른 재간이 없고 《경제육전》이 현
재 통용되는 법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직을 준계하여 서용할 수 없
으니 1계자 정도만 올려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을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다.
하나는 《경국대전》의 吏典에 ‘僧職’과 관련하여 의거할 만한 成文
이 없는데, 禪宗에서 中德, 禪師, 大禪師에 대한 准計 관품을 올렸다
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육전》이 지금은 통용되는 법이 아니라
고 하면서도 《경국대전》에 없고 《경제육전》에만 있는 환속자 서용 규
정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처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사안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름아닌 ‘승직’
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 《경국대전》
吏典에는 승직의 품계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핀
환속자 서용 규정을 적용하려면 승직에 준하는 품계가 명시되어야 하
는데, 관련 규정이 대전 내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선종과 교
종이 중앙의 정식 아문이 아닌데서 기인한다. 吏典 각 아문의 조직을
규정한 부분에 양종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승직을 준계하면 세속 관품의 어느 수준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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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僧職’과 ‘僧階’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 성종 8년 기사 가)에서 승직을 준계한 결과 ‘대선사는 동반·
서반의 4품에 준하고, 선사는 5품에 준하고, 중덕은 6품에 준한다.’라
고 하였음에 주목해 보자. 일반적으로 연구사에서 ‘선사’, ‘대선사’ 등
은 ‘僧階’115)라고 이해된다. 選試 등으로 불리는 ‘僧科’ 합격자들에게
‘僧階’가 부여되고 승계의 승진에 따라 각종 ‘僧職’에 임명된다는 것
이116) 일반적인 僧政 이해이다.
이러한 설명은 이론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으나, 사료를 읽다보면
선사나 대선사 등을 ‘僧階’라고 부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상 선사나 대선사가 ‘僧階’의 의미로 이해되더라도 ‘僧階’의 용어로
불리지 않으며 ‘判事’나 ‘住持’ 등의 승직과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
다. 다시 말해 ‘僧職’이라는 용어가 ‘僧階’의 의미로도 함께 쓰이고
있어 연구자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에 대한 몇 가지 배
경지식이 필요하다. 한 가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僧
職’이라는 용어를 ‘僧階’의 개념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곤란
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이 ‘僧職’과 ‘僧階’의 관계를 조선시
대 세속의 ‘官職’과 ‘官階’의 관계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前者와 관련하여 《실록》에서 ‘僧階’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다. 오히려 ‘僧階’의 의미로 ‘僧職’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빈
번하다. 위의 기사 가)에서도 ‘僧職’을 准計하라고 하자 禪師·大禪師
등의 ‘僧階’를 ‘官階’에 대응시킨 첩정을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慵齋叢話》117)에 의하면 選試를 치른 후 합격하면 大禪118)이라 하는
115) 허흥식, 정병삼, 류기정
116) 류기정, 앞 논문
117) 《慵齋叢話》는 成俔의 저술이다. 성현은 생몰년이 세종 21년(1439)부터 연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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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禪宗의 경우 大禪-中德-禪師-大禪師의 승진[升] 단계를 거치며
判事를 배수 받으면 都大禪師라 하고, 敎宗의 경우 大禪-中德-大德大師의 승진 단계를 거치며 판사를 배수 받으면 都大師라 한다고 하
였다. 또 中德에 오르면 주지로 뽑힐 수 있다고 하였다.119) 어느 것이
僧職 혹은 僧階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미상 ‘판사’와 ‘주지’
는 승직이고 ‘도대사’와 ‘중덕’ 등은 승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승진 단계는 후술하듯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도 누차 확인되는 바이
다.
여기서 中德의 승계를 받은 후부터는 住持의 승직을 받을 수 있다
고 하였는데, 이는 승계가 大禪師인 주지도 있고 승계가 中德인 주지
도 있다는 의미이다. 즉, 後者와 관련하여, 승직·승계는 조선시대 官
職·官階와 달라서 같은 僧職을 갖는다고 해서 같은 僧階를 가졌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지의 경우 해당 寺社의 격
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양
종도회소인 흥천사와 흥덕사의 경우 양종의 판사만이 그 주지를 할
수 있었다.120) 그런데 양종의 판사는 대선사 위의 都大禪師이므로,
흥천사나 흥덕사의 주지는 中德인 주지와는 그 위상이 현격하게 차이
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의 遺制라고 볼 수 있다. 세속 통치체제의
10년(1504)으로 대사간, 대사헌, 예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는데 1504년에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성현이 유력한 벼슬을 두루 지낸 당대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용재총화》의
기록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학계에서도 두루 인용되고 있
다. 특히 권9에서 승계와 승직 등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118) 어떤 연구들에서는 ‘大選’과 ‘大禪’을 혼동하거나 ‘大禪’을 誤記로 보기도 하는
데, 사실 僧科 관련 연구 성과들에서 그 쓰임에 대해 몇 차례 논해진 바가 있다.
허흥식, 1986, 앞 책, 327-330쪽 ; 류기정, 앞 논문, 31쪽에서는 ‘大選’은 僧階가
아니라 僧科 시험 자체를 가리키거나 그 합격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大
禪’의 경우 류기정은, 僧科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공식적인 첫 단계의 僧階를
가리킨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은 《실록》에서의 쓰임과 《용재총화》 등의
예를 검토해 보았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119) 成俔 《慵齋叢話》 卷9
120)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19일 癸亥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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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조선 개국 직후 같은 이름의 官職이 격이 다른 여러 관서에
品을 달리하여 존재하던 것은, 직사 중심의 행정적 편제가 미흡하던
고려적 특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다루었던 태종대 議政府-六
曹-各司 중심의 관서체계 정비 과정에서 정리되었는데, 태종은 기존
체제를 해체하면서 官階를 기준으로 각 관서의 官職名을 통일성 있게
정리하였다.121) 육조와 그 속아문의 격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정
리되면서 같은 이름의 관직은 소속 기구와 상관없이 같은 官階를 갖
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세속의 체제는 정리되었으나, 승정 체제는 미처
같은 방향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선초 승직,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이와
관련한 《실록》의 기사 몇 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 刑曹에서 각 品의 노비 수를 다시 정하여 아뢰었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였다. “갑오년에 受敎한 대소
각 品 인원 및 有職의 양반자손과 有職·無職의 僧人, 庶
人, 公私賤口에게 公文을 만들어 줄 노비의 수는 다시
그 수를 정하여 계목 뒤에 기록하였습니다. 빌건대, 일찍
이 내린 교지의 規式에 의하여 공문을 만들어 주소서.
종친, 부마 1품은 奴 1백 50口, 2품 이하는 노 1백 30
口, 文武 1품 이하 2품 이상은 노 1백 30口, 3품 이하
6품 이상은 노 1백 口, 7품 이하 9품 이상은 노 80口,
有職 양반 자손은 같고......僧人은 各宗 判事 이하 禪師
이상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5口이고 中德 이하 大
121) 태종대 관서 체계 정비 과정과 그 성격에 대하여 다음 연구들에 소상하여 참고
가 된다. 민현구, 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 한충희,
1983 〈朝鮮初期 六曹屬衙門의 行政體系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10 ; 한충희,
1992 〈조선초기 六曹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남지대, 1996 〈朝鮮初期 官
署ㆍ官職體系의 정비〉 《호서문화논총》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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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 이상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0口이고, 無職僧人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5口이고......”122)
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都僧統 惠眞과 흥천사 주지 宗
眼과, 大師 中演·信英·海英·乃云·仁近·坦宣·省云과 大德
仁濟·性海·信峯과 大選 性峯·惠生과 無職僧 尙絅 등이
금주하는 이 때에 술과 유밀과를 사용하여 금령을 범하
였고......”123)
라) 司諫院 左司諫 柳季聞 등이 상소하기를, “......이제 判
禪宗事124) 中皓와 掌務인 中德 寶惠와 大禪師 祖衍과
判敎宗事 惠眞과 장무인 大師 信暐 등이 비록 석가의
무리라 이르오나, 설산에서 고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
안의 절에서 편히 거처하면서 전토의 稅로 배불리 먹습
니다.”125)

위 기사 나)는 태종대 형조에서 각 品의 노비 수를 정하여 공문을
발급코자 왕에게 아뢰는 기사이다. 이때 僧人의 奴 수도 정해진다. 그
런데 1~9까지의 品별로 나열된 세속의 大小人員과 달리 승인의 경우
판사, 선사, 중덕, 大禪 등으로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 기사
에서 奴의 定數를 낮은 순으로 정리해 보면 ‘無職僧人’ 5구, ‘大禪~중
덕’ 10구, ‘선사~판사’ 15구이다. 즉, 승직인 ‘판사’와 승계인 ‘선사’,
‘중덕’ 등이 함께 나열되었다. 이 경우 ‘판사’는 가장 높은 승계의 의
미로 거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승계나 승직 모두를 갖지
못한 승인은 無‘職’의 승인이라 일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세
속의 대소인원을 일관되게 品階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여 태종 초

122)
123)
124)
125)

《태종실록》 30권,
《세종실록》 23권,
앞에서 지적한 바
《세종실록》 27권,

태종 15년 11월 21일 甲寅 2번째 기사
세종 6년 2월 14일 庚申 6번째 기사
있듯, 원문은 判禪宗事事이나 判禪宗事의 오기로 본다.
세종 7년 1월 25일 丙申 4번째 기사

289

통일성 있는 관서체제 정비의 결과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에 반해 僧人의 경우 승계와 승직을 섞어서 거론하고 있으며, ‘無職
僧人’이라는 말은 승직뿐 아니라 승계까지 모두를 갖지 못한 승인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사 다)는 세종 6년 금령을 어긴 僧人 처분에 대한 사헌부의 계문
인데, Ⅱ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승록사 혁파로 이어지는 빌미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기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승인을 승계가 높은 순
으로 나열하고 있다. 순서를 보면 ‘都僧統 - 흥천사 주지 – 大師 –
大德 - 大禪 - 無職僧’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천사 주지는 승직
이며 대사, 대덕, 大禪은 승계이다. 이 시기 흥천사 주지는 각 종의
판사만 가질 수 있는 지위로 흥천사의 주지 宗眼이 나머지 대사, 대
덕 등보다 지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都僧統의 경우 고려 후기에 추
가된 최고 승계로 알려져 있으며126) 이 세종 6년의 기사를 끝으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127) 이 기사에서도 역시 위의 승직이나 승계
를 갖지 못한 승인은 ‘無職’의 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사 라)는 양종 승도들이 전민과 벼슬까지 받았으나 임금을 위한
祝釐는 하지 않고 사욕만을 채운다고 비난하는 사간원 상소의 내용
중 일부이다. 여기서 선종과 교종의 승직자들을 거론하면서 양종의
판사와 장무를 들고 있다. 세종 6년 승록사를 혁거하고 선종과 교종
의 양종체제를 수립하면서 각 종에 나이와 행실이 두루 높은 자를 가
려 行首와 掌務로 삼고 승도들의 일을 살피게 한다고 하였는데128),
기사 라)에서는 세종 7년 1월 당시 양종의 행수와 장무인 승인들을
언급하였다. 양종 행수는 판사인

中皓와 惠眞이라고 볼 수 있다. 장

무의 경우 선종은 中德 寶惠, 교종은 大師 信暐이라고 하였다. 그런
데 여기서 선종의 장무 부분은 ‘掌務中德寶惠大禪師祖衍’라고 하여
126) 허흥식, 앞 책, 323-331쪽
127) 류기정, 앞 논문, 27쪽
128)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5일 庚戌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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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장무인 중덕 보혜, 그리고 대선사인 조
연’으로 해석하여 보혜만 장무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장무인 중덕 보
혜와 대선사 조연’이라고 보아 보혜와 조연 모두가 장무라고 볼 수도
있다. 승계가 높은 순으로 서술하는 《실록》의 일반적 서술 경향으로
보면 전자로 보고 승직인 행수·장무와 승계인 대선사로 나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종의 경우 판사와 장무만 거론하였고 교종의 장
무가 ‘대사’임을 고려한다면, 선종도 중덕인 보혜와 대선사 조연 모두
를 장무로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어느 편으로 해석하든 여기
서 결론내릴 수 있는 사실은 ‘중덕’과 ‘대사’(선종이면 대선사)가 모두
‘장무’라는 승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주지’
와 마찬가지로, ‘장무’라는 승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장무’가 같은
승계를 지녔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승직’과 ‘승계’를 엄격히 구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僧職’이라는 용어가 ‘僧階’의 의미를 내포하며, 禪師·大禪
師 등의 ‘僧階’가 ‘僧職’의 의미처럼 사용되기도 하던 당시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격을 지닌 寺社의 승직자는 ‘승
직’이 ‘승계’의 의미를 대변하여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태종대 통일적 체제 하에 정리된 세속의 관계·관직과 달리 승계·
승직은 이전 시대의 유제를 간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록》에서 ‘僧職’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
만 그 나열 순서로 보아, 그 高下의 기준은 僧職보다 僧階에 중심이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승직과 승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 이해에 앞서 위와 같은 정황을 포괄적으로 인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129)

129)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록》에서 쓰인 의미를 이해하고 ‘僧階’보다는 ‘僧職’의 용
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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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다시 앞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성종 8
년 기사 가)에서 僧職을 准計한 결과 ‘대선사는 동반·서반의 4품에 준
하고, 선사는 5품에 준하고, 중덕은 6품에 준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면 앞서 《경제육전》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을까? 《경제육전》에서
승직을 세속 官階의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실록》 등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기사를 통해 《경제육전》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양종
체제가 되기 전 승록사는 중앙의 아문이었고, ‘승직을 准計하여 환속
자를 서용한다[僧職準計敍用]’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그 근거 조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승직을 준계하여 서용한다는 《경
제육전》 2-1 조문의 의미는, 승직에 官階와 유사한 등급 체계, 즉
‘僧階’가 있었으며 환속 후 이를 세속의 官階에 대응시켜 관직에 서
용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위 기사에서 禮曹가 보고한 ‘禪宗이 올린
첩정’의 내용은 僧階에 대응하는 官品을 조사하여 적어 올린 것이다.
대선사-선사-중덕을 각각 4-5-6품에 대응시키는 위 첩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예종대 기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마) 공조판서 양성지가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
다.“......僧司를 설치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윽이 보건대,
중국의 官制에 천하의 州郡에는 모두 (불교의) 僧綱司와
(도교의) 道紀司가 있거나 혹은 (불교의) 僧會司와 (도교
의) 道會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양종 판사가 바로 거
기에서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는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금후로 양종에서는 그대로 판사 1員을 두고,
4품 이하의 여섯 품계에는 또한 각각 2원을 두되 僧과
朝官으로써 나란히 제수하고, 각각 都提調 1인·提調 2인
을 두어 京外 僧人의 일을 고찰하게 하소서......”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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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필자 주

위 기사는 예종대 공조판서 양성지가 올린 국정 전반에 관한 건의
사항 중 일부이다. 건의에 그친 언급이기는 하나 양성지는 중국의 제
도를 참고하여 우리도 행정 단위별로 僧司를 두자고 건의하고 있다.
양성지에 의하면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승정체제를 차용하여 양종 판
사를 두었는데, 그 제도를 완전히 가져온 게 아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 보완 방안으로 행정단위별로 僧司를 두고 僧과 朝
官으로 4품부터 9품까지 각 2원씩 둘 것을 제안하였다. 앞서 Ⅱ장에
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명나라는 禮曹 아래 승록사를 설치하면
서 행정단위별 승사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무할 승직자의 品階와 祿을
정한 바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여 僧政을 좀 더 체계
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다.
위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양종의 판사 아래 승직자의 품계이다. 판
사를 그대로 두고 그 아래 승직자의 官品을 4品부터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대선사를 4품에 대응시킨 성종대 禪宗의 첩정을 떠오
르게 한다. 양성지는 판사 아래의 승직인 대선사를 4품에 대응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기준을 제기하는 것은 양성지 개인의 소견
이라기보다 기존의 관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양성지가 제시한
‘4품’은 명나라와 다르다. 명나라는 승록사의 승직을 正6品 ~ 從8品
으로 설정하고 있어131) 조선의 승직보다 더 낮은 관품으로 설정되고
130)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9일 辛巳 2번째 기사
131) 명나라의 승정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Ⅱ장에서 각주를 달아 서술하였으므로 여
기서 다시 세세한 각주를 반복하지 않는다. 서술에 참고한 자료만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間野潜竜, 1957 〈中国明代の僧官について〉 《大谷学報》 Vol. 36
No. 3 ; 谢重光, 白文固, 1990 《中国僧官制度史》, 青海人民出版社 ; 釋見曄,
1994 〈明太祖的佛教政策及其因由之探討〉 《東方宗教討論會論集》 新４期 ; 陳玉
女, 2011 《明代的佛敎與社會》, 北京大學出版社 ; 林律光, 2012 〈論明太祖管理佛
敎之思想及政策〉 《佛敎與管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李曰强, 2012 〈明代礼部
教化功能研究〉, 南开大学 博士學位論文 ; 何孝荣, 2013 《明代南京寺院研究》, 故
宮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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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차용하면서 굳이 4품을 거론하는 까닭은 이
미 조선에서 准計하던 대선사의 승직이 세속의 4품이었기 때문일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황은 성종 8년 선종 첩정 내용에 대한 신뢰도
를 좀 더 높인다고 본다. 곧, 대선사-선사-중덕을 세속 관품의 4-5-6
품에 대응시키는 것은 《경제육전》 단계에서부터 적용해오던 방침일
수 있는 것이다.
《경국대전》이 이미 3번째 수정·반포되어 시행되던 성종 8년 당시
신하들은, ‘《경제육전》은 지금 통용되는 법이 아니’라며 손한우의 상
언과 선종 첩정의 내용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육전 단계부
터 2-1과 같은 조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승직의 准計 官品이 이 시
기 갑자기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또한 《경제육전》
의 규정이 지금 시행되지 않는다 하면서도 환속자 손한우에게 1계자
를 더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기존에 시행되던 것을 별다른 근거 없이
무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選試를 치러 받은 승직의 효
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의미로 본다.
즉, 기사 가)에서 《경국대전》에 환속자 서용 규정이 특별히 없음에
도 ‘지금의 법전이 아닌’ 《경제육전》 1-2와 같은 규정을 일부 적용한
것은, 해당 수교가 내려진 후 이를 수정하는 법이 다시 내려지지 않
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Ⅱ장에서 《경제육전》 1-2 조문의 원 수
교는 세종 7년(1425) 6월의 것이며, 환속자 서용 규정은 이미 고려말
에도 시행되고 있었던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환속자 서용의 처분은
이미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僧人의 選試가
문무과의 식년에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고 《경국대전》에도 Ⅲ-2
조문으로 수록되었으므로, 選試에서 入格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손한우는 환속 후 初入仕禮를 면제받고 갑
사에 소속되며 品階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 장에서 《경제육전》
에서 규정된 도첩승의 신분적 함의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선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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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던 환속자 손한우는 初入仕禮를 면하고 성중애마에 준하는 곳에 차
정할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종 8년의 兵曹에서는 손한우의 청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경제육전》의 규정에 대한 절충적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곧 《경제육
전》을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환속자 손한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기존처럼 대선사를 준계하여 4품까지 줄
수는 없으나 1계자는 올려주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처분
은, 세종 7년 정해진 환속자 서용 규정을 이 때에서야 비로소 부분적
으로나마 부정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기사에서 환속자
서용에 관한 《경제육전》 규정 2-1을 ‘지금 통용되지 않는 법’이라며
부정하였으므로, 이 손한우의 건을 先例로 하여 승직을 준계하여 서
용함에 있어 기존만큼 높은 官品이 대응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가
능성이 높다. 《경제육전》 시행기에는 통용되던 승직의 준계 기준이
성종 8년 《경국대전》 시행기에 와서는 기존에 비해 평가절하 되기 시
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僧職을 아예 부정할 수 없는 까닭
은 공식적인 僧人의 選試가 치러지고 있었고, 후술하듯 敎旨에 의한
僧職의 제수가 엄연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경제육전》의 규정과 달리 《경국대전》에서 환속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는 것과, 그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환속자 손한우에 대
한 처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 과정에
서 이 시기 ‘승계’와 ‘승직’의 개념이 사용되는 방식과 세속 官職·官
階와 다른 특징, 僧職이 세속 官階로 准計되는 경우 어느 수준으로
대응되었는지 알아보았다. 僧職에서 官階로 准計되는 경우 대선사-선
사-중덕 순으로 세속 官階 4-5-6품에 대응되었다는 것이 선종의 첩
정을 통해 언급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적어도 《경제육전》 禮典이 적
용되던 시기까지는 통용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종대 양성지의
상소를 통해서도 승직이 准計되었을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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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승직의 준계 기준은 《경제육전》이 행해지던 시기와 달리 《경국
대전》이 시행되던 성종 8년에 와서 세속 관료들에 의해 평가절하 되
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로 승직이 세속 관품 4-5-6품의 지위에 대
응되었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어떤 면
에서 볼 때 대선사-선사-중덕을 세속 관품의 4-5-6품에 준계하는 것
은 어떤 면에서 과다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기사 나)에서 확인하듯 태종대 품계별로 정해지는 노비 定數
의 경우 세속 3품 이하 6품 이상은 노 1백 口였다. 이에 반해 승인은
無職僧人 5구, 大禪에서 중덕 10구, 선사에서 판사 15구로 상대적으
로 미미한 수가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초 통치체제의 개편이 세
속의 새로운 관료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분배 자원상의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격차가 적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시기 노비 정수를 가지고 僧職과 官職의 지위 차를 단정
짓기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 불교계의 경제력은 주된 억제 대
상으로 그 田地와 奴婢를 감축하는 것이 조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였
으며, 승의 사유재산 소유가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대는 寺
社田民을 1/10로 줄인 과감한 정책이 큰 업적으로 칭송받았는데132)
대개 그 비율은 寺社 常養僧 1인당 노비 1口의 비율로 대폭 감축되
었으며133) 정액 외의 寺社 전지와 노비는 모두 속공시켰다.134) 개개
승직의 체계에 따라 전지나 노비를 수여하기보다 국가에서 지정 寺社
로 내려가는 田民 등의 비용을 책정하는 방식이 시행되었다. 또한 승
개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135) 승 개인적으로 노비
132)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10일 庚辰 4번째 기사
133)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27일 丁巳 1번째 기사
134)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1일 辛酉 2번째 기사
135) 김갑주, 2007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景仁文化社, 154-156쪽, ‘승려의
전답사유의 사회적 배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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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유하고 상속하는 것 역시 규제되고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1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직자에게 세속 관인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奴가 정해진 사실이 처우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언급
해 두는 것이다.

위에서 대선사-선사-중덕이 세속의 4-5-6품에 준한다는 선종의 첩
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면의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 승직이 어느 정
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한 다른 방편으로, 실제로
이들 승직을 임명할 때 어떤 방식으로 告身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시대 관직을 받은 관리들이 받는 인사 임명장을 告身이라고 한
다. 특히 15세기 고신의 양식에는 4품 이상이 받는 ‘官敎’와 5품 이
하가 받는 ‘敎牒’의 두 가지가 있었다.137) 관교는 왕명인 敎旨에 의해
임명하는 방식이었고, 교첩은 敎旨를 받들되 서경을 거쳐 임용하는
방식이었다.138) 관리의 임용을 서경을 거쳐 하는 경우, 국왕이 낙점한
인사더라도 대간들의 서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
다. 흔히 조선초 서경권과 연계한 인사권의 행사 문제는 왕권과 신권
의 대립 구도 속에서 첨예한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설명된
다.139) 태조는 1~9품 모두를 서경하고 고신을 주던 고려의 제도와 달
리, 5품 이하만 서경을 하고 4품 이상의 서경을 없앴다.140) 태종은 1
품에서 9품까지의 관료 임명을 모두 署謝하다 폐지하고 다시 시행하
136)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9월 27일 丁卯 1번째 기사
137) 정구복, 2003 〈고문서 용어 풀이 ‘告身’〉 《古文書硏究》 22, 298쪽 ; 박재우,
2006 〈15세기 인사문서의 양식 변화와 성격〉 《역사와 현실》 59, 44쪽. 다만 정구
복이 敎牒과 謝牒을 같다고 본 반면, 박재우는 이를 비판하고 그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138) 정구복, 2003 〈고문서 용어 풀이 ‘告身’〉 《古文書硏究》 22, 298쪽
139) 박재우, 위 논문, 38쪽 ; 박준호, 2009 《禮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
사》, 소와당, 92쪽
140) 박재우, 위 논문,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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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가 폐지하기를 반복하였다.141) 그러나 논란 끝에 세종대 1~4품까
지는 관교를 발급하여 임용하고, 5품 이하는 대간의 서경을 거치도록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진 원칙이 법제화하여 《경국대전》 禮典에 실리
는데, 用文字式에서 文武官 4품 이상의 고신식과 문무관 5품 이하의
고신식이 확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42)
그렇다면 僧職의 경우도 세속의 官階에 준한 임명 원칙이 지켜졌을
까? 이 시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승직을 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만약 승직의 고신도 관직과 비슷한 기준과 방식으
로 나갔다면, 승직과 세속 관직과의 위상을 비교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선사와 선사가 각각 세속 官階의
4품, 5품에 준한다는 禪宗의 첩정을 전제한다면, 대선사는 관교로 선
사는 교첩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143) 만약 그랬다면
고신의 격에 있어서 승직이 세속 관직과 유사하게 취급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러했는지 《실록》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결론부터
141)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8월 2일 戊子 3번째 기사
142) 《경국대전》 禮典 用文字式
143) 실제로 전영근, 2007 〈조선시대 승관제와 승인 인사 관련 문서〉 《古文書硏究》
30, 9쪽에서는 ‘성종조까지의 승인 고신 중 서경 대상은 선사 이하와 주지라는 승
직으로 한정’되었으며, ‘세종 이후로 5품 이하 관료 임명에 서경을 거치도록 하여
선사 이상의 승계나 주지 이상의 승직은 서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서
술하고 있다. 따라서 ‘성종대까지 선사 이하의 法階와 住持는 5품 이하의 산계에
해당되고 그 고신도 《경국대전》 5품 이하 고신식에 준하는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서술은 여러 가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서경 대상이 ‘선
사 이하와 주지라는 승직’이라고 하였는데 주지는 중덕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으
므로 대선사인 주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 한다. 또한 위 논문의
서술 속에서 ‘禪師 이하’와 ‘禪師 이상’이라는 것은 ‘선사’가 겹치고 있어 선사를
서경을 했다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문맥을 고려해 보면 《경국대
전》과 성종 8년 禪宗의 첩정을 기준으로 선사를 官階 5품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선사는 서경을 하여 5품 이하 고신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위 본문에서 후술하듯 《실록》에서 누차 禪師에게 官敎를
주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川西裕也,
2016 〈《國朝列聖御筆》 所載 조선초기 국왕문서〉 《古文書硏究》 48, 41-43쪽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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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승직의 고신은 세속 관직의 고신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8년에 선사와 대선사는 각각 4-5품에 준한다
고 하였으나, 선사나 대선사는 모두 官敎로 임명되고 있었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바) 형조에서 아뢰기를, “僧人들이 각 官司나 교량을 영조
한 공으로 大禪師나 禪師의 官敎를 받은 자가 아내를
얻고 세속으로 되돌아가도 다시 관교를 관에 반납하지
않고 이름이 같은 승에게 전매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지
금부터는 환속한 僧人의 관교는 즉시 거두어 吏曹로 보
내고, 만약 숨기고 반납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44)
사) 吏曹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
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관사와 교량을 조성한 僧 등은
모두 賞職을 더해주어 官敎를 내렸사온데, 간사한 무리
들이 御寶 이외에 다른 署合이 없는 것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는 자가 꽤 많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관교를 주
지 마시고 모두 職牒으로 成給하소서. 그 전에 받은 관
교는 또한 모두 환수하여 고쳐 주고, 만일 숨겨 두는 자
가 있으면 無職僧의 예로 논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
다.145)
아) 이조판서 權軫이 아뢰기를, “僧徒는 일찍이 官敎를 받
았는데 다시 본조로 하여금 함께 서명하고 이를 連綴하
여 돌려주게 한 것은 위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
나 신하로서 관교의 끝에 연달아 서명하는 것은 심히 무
례하오니, 史筆에 쓰면 후세에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입
144)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8월 7일 辛巳 6번째 기사
145)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0월 16일 己丑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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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大寶를
위조하는 자가 많은 것은 그 印文이 커서 본뜨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官敎는 그 전대로 주고 吏曹에서는
또 관교에 기재된 이름으로 따로 職牒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하면 관교와 직첩을 모두 받은 자가 곧 實職이
되므로 위조한 것은 저절로 구별될 것이다.” 하였다.146)
자) 禮曹에 傳旨하였다. “......이미 禪師·大禪師의 官敎를
받았으면 마땅히 다시 도첩의 유무는 묻지 않아야 한
다.”147)

위 기사들은 모두 밑줄 친 바와 같이, 僧職이 官敎로 임명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종 11년과 12년의 기사 사)아)에서는 승도에게 내린
승직의 官敎가 위조되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있는데,
승직을 내린 관교가 위조되는 까닭은 이것이 御寶만 찍히고 署合(관
료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후로는 원래 나가던 관교와 더불어, 署合이 된
職牒148)을 하나 더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위 기사들만 가지고 모든 승직이 관교로 임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바) 자)에서 보듯 선사 혹은 대선사는 관교로 임명되었
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듯 하다. 그런데 의문은 여기서 제기된다.
앞서 보았던 성종 8년의 기사에서 선종이 올린 첩정은 선사, 대선사
가 각각 세속 官階의 5품, 6품에 준한다고 하였는데 모두 ‘관교’로 임
146) 《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1월 12일 계축 2번째 기사
147)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 丙戌 3번째 기사
148) 여기서 ‘職牒’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官敎와 대비되어 쓰
인다는 점 때문에 정구복, 앞 논문, 300쪽에서 敎牒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川西裕也, 위 논문, 44쪽, 각주 48에서는 朝謝文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
러나 위 기사 아)에서 서경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吏曹의 관원’들이
合署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직첩’을 무엇으로 볼 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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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승직은, 세속의 관품으로 준계할
때 5품, 6품의 차이가 생기기는 하나 임명 시에는 모두 관교로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더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태종 16
년 이후 僧職을 서경하였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승직을 서경’한
사실과, 위 기사들에서 보듯 ‘승직을 모두 관교’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승직을 서경했다면 필연적으로 署合이 있
어야 하는데, 애초부터 어보만 찍힌 ‘관교’로 나갔다는 사실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에 당면하여는 《실록》의 기사를 다시 꼼꼼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기사들을 보자.

차) 처음으로 吏曹에 명하여 僧人의 고신을 署經하여 주었
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승이 각 절을 住持하면
그 爵牒을 승록사에 移關하는데, 승록사에서 新舊禮라
칭하여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청컨대, 謝牒을 吏
曹에 이관하여 이조에서 서경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49)
카) 安璿이 또 아뢰기를, “僧道는 청정함을 숭상하여 세속
에 구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兩宗判事와 모든 절의 住持를 銓曹에서 제수합니다. 또
원각사에는 조라치가 있는데 여러 절의 奴子들이 本司의
역을 꺼리어 몸이 건장하고 집이 부유한 자들은 모두 투
속합니다. 청컨대 모두 혁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
기를, “이는 모두 조종조의 일인데, 어찌 갑자기 없앨 수
있겠는가?” 하였다.150)
149)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2월 18일 乙亥 1번째 기사
150)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6일 乙亥 1번째 기사

301

타) 이세광이 또 아뢰기를, “지금 僧人의 選試는 文武科의
예와 같이 3년에 한 번씩 행하고 禮曹郞官이 담당합니
다. 이 선발에 합격하는 자는 大禪이 되고 中德이 됩니
다. 住持, 判事가 되기에 이르면 반드시 대간에서 署經
하고 告身을 줍니다. 일이 정당한 것이 아니니, 진실로
정지하고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하자, 최
반이 말하기를, “僧人은 이미 출가하여 君臣과 父子의
義가 없는데 또 어찌 벼슬을 더하겠습니까? 비록 승직을
제수한다 하더라도 서경하는 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하
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僧職을 어찌하여 서경하는가?”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朝官은 혹 先代에 흠이나 허
물이 있거나 자신에게 과실이 있으면 淸官과 要職에 임
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경을 해야 하지만, 僧人
은 어찌 서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
하기를, “僧職은 서경함이 마땅치 않다.” 하였다.151)
파) 吏曹에 傳旨하기를, “僧職은 臺諫으로 하여금 서경하
지 말게 하고, 바로 告身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152)

기사 차)는 태종 16년(1416) 吏曹에서 처음으로 승인의 고신을 서
경하였다는 내용이다. 원래 승록사에서 하던 기능이 吏曹로 이관된
것이다. 위 기사에서 ‘謝牒’이란 서경에 통과했음을 알려주는 사헌부
관에 근거하여 吏曹와 兵曹에서 해당 관리에게 발급하는 문서였
151)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4일 계사 1번째 기사, “御經筵 講訖. 持平李世
匡啓曰:...... 世匡又啓曰 今僧人選試 如文武科例 三年而一取 禮曹郞官掌之. 中
是選者爲大禪爲中德 至爲住持判事 必署經臺諫給告身. 事非經據 固宜停罷. 崔潘
曰 僧人旣出家 無君臣父子之義 又何加職? 雖使除職 署經尤非. 上曰 僧職何以署
經? 昌孫曰 朝官或先世有痕咎 或身有過失 則不得拜淸要職 故必署經耳 若僧人,
何必署經? 上曰 僧職不宜署經.”
152)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4일 계사 4번째 기사, “傳旨吏曹曰 僧職勿令臺
諫署經 直給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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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3) 이 사첩을 승록사에서 吏曹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사첩의 대상은 ‘승이 각 절을 주지하는[凡僧住持各寺]’ 경우
이다. 즉, 승인에게 주지의 직을 제수하는 경우 그 고신을 이조에게
서경하게 하였다는 의미이다.
기사 타)와 파)는 성종 9년(1478)에 승인의 고신을 더 이상 서경하
지 않기로 결정하는 기사이다. 기사 타)에서 ‘選試에 합격하면 大禪이
되고 中德이 됩니다. 住持, 判事가 되기에 이르면 반드시 대간에서
署經하고 告身을 줍니다[中是選者爲大禪爲中德 至爲住持判事 必署經
臺諫給告身]’154)라는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원문
을 끊는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155) 이는 승
인 고신에 대한 여러 기사를 아울러 이해하면 위와 같은 의미로 읽히
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선 選試에 합격하면 大禪과 中德이 된다. 승계가 中德에 오른 이
후부터는 ‘住持’를 제수 받을 수 있으며, 양종의 行首인 ‘判事’는 가
장 높은 승계인 都大禪師가 오르는 승직이다. 또 양종 판사의 경우
京中 도회소의 주지를 맡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 ‘판사’는 ‘흥천사
와 흥덕사의 住持’이기도 하다. ‘...必署經臺諫給告身’이라는 구절에서
‘署經臺諫’은 ‘대간에서 서경한다’는 의미의 덩어리로 《실록》에서 종
종 발견할 수 있다.156) 이를 ‘...반드시 서경하고 대간에서 고신을 준
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기사 카)에서 ‘兩宗判事와
153) 박재우, 앞 논문, 58쪽
154)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두 문장으로 끊어서 번역하였다.
155) 선행연구에서 이 구절을 ‘中是選者 爲大禪 爲中德 至爲住持 判事必署經 臺諫
給告身’으로 끊어 ‘이 선발에 합격하는 자는 大禪이 되고 中德이 되며 住旨가 되
는데, 判事가 반드시 서경을 하고 대간에서 고신을 줍니다.’라고 새기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무엇보다 서경을 하는 주체는 判事가 아니라 臺諫이다. 관
련한 이해는 본문에서 이어가기로 한다.
156)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4일 庚辰 2번째 기사, “吾東方 自王氏統合
以來 官無大小 皆待告身 署經臺諫......唯告身 署經臺諫 止於五品...” ; 《태종실
록》 26권, 태종 13년 11월 11일 丁亥 5번째 기사, “...三品以下 署經臺諫.” ; 《세
종실록》 20권, 세종 5년 5월 17일 丙申 3번째 기사, “三品以上 皆用官誥 四品以
下 署經臺諫.”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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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寺住持’를 銓曹에서 제수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기사 타)와 함께
이해하면 의미가 더욱 명료해 진다.
위 기사 차)카)타)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대간에서 서경한 것은
모든 승직이라기보다, 양종의 행수이자 경중 도회소의 住持들인 ‘判
事’와, 여러 절의 ‘住持’라는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또한 기사 차)와
카)의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처음에서 주지직의 서경만 하였으나
세종대 양종 체제 출범 이후 양종 판사에 대한 서경도 이루어 지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 파)에서 대간의 서경을 그만
하기로 한 ‘승직’은 選試 이후 오르게 되는 중덕-선사-대선사 등의
승계라기보다, ‘양종판사’와 ‘주지’의 승직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용 시 서경을 하던 주지와 판사는 어느 정도의
세속 관품으로 준계할 수 있을까? 이 시기 세속에서 ‘서경’ 대상자는
5품 이하의 관료였다. 그러나 주지나 판사를 5품 이하의 관료로 준계
하기는 어렵다. 먼저 ‘주지’의 경우 누차 언급하듯, 중덕 이상이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지’를 세속 관품으로 준계하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 할 수 없다. 주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맡은 절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었고 절에 주던 비용의 운용에도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통제하고자 한 중요 승직이었다는 정도를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判事’의 경우 都大禪師 혹은 都大師의 승계를 갖는데, 이를 선종의
첩정에 따라 중덕-선사-대선사-도대선사로 놓고 6-5-4품으로 한 품
씩 올려 보면 도대선사는 3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록》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기존 도승통 등의 승직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세종 6년 승록사를
혁파하면서 양종의 ‘행수’를 두고 이를 ‘판사’라고 본다면 기구의 최
고 책壬子로 조선 관직의 ‘판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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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종1품의 高官으로 敦寧府와 義禁府에만 두어졌다.157) 그러나
양종의 판사를 세속 官階의 3품 혹은 종1품으로 대우하였다는 류의
관련 기록은 잘 찾아볼 수 없어, 세속 관품의 3품 혹은 종1품 정도의
위상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과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한다. 다만 양종의
판사는 종문의 행수로서 《경국대전》 Ⅴ-7에서 都城 내 騎馬가 보통
의 僧人에게는 금지되었으나 판사에게는 허용되는 것과 같은 대우는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주지 등의 승직을 서경하게 된 까닭은 이들 승직의 위상을
고려한 결과라기보다 승록사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목적과 함께 주지
가 절의 모든 일과 비용을 담당하는 특수한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이
러한 이유로 주요 寺社의 주지 임명권을 장악하고자 한 것은 이미 고
려부터의 경향이었다.158) 위 기사 차)에서 ‘승록사에서 新舊禮라 칭하
여 범람한 일을 많이 행한다’며 그 서경권을 빼앗는 것이나, 이미 Ⅱ
장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듯 절에 내려온 승도들의 녹을 유용한 주지
의 사건을 비롯한 주지 전횡에 대한 폐단이 종종 논란이 되었던 맥락
위에 吏曹로 주지직 서경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
관직과 같이 ‘5품 이하 관직 임명 시 서경을 한다’는 기준을 승직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승직의 서경을 하지 않게 되는 까닭 역시 주지직과 같은 승직
이 세속 관품의 4품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우대받기 때문이라고 보기
도 어렵다. 기사 타)를 비롯한 이 무렵 《실록》의 기록159)에서 지적하
듯, 승직의 서경을 폐하려는 것은 승직을 朝官과 같이 대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 승직에 대한 대간의 서경이 중지된 시점은 성종 9년으로, 이 사

157) 《經國大典》 吏典
158) 한기문, 1998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59)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7일 丙子 1번째 기사, “秀卿又啓曰 僧人職牒
依朝官例署經 未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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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乙巳년의 《경국대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乙巳년 《경국
대전》 Ⅲ-3 조문에서 주지의 임명은 兩宗에서 천망한 인물을 禮曹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吏曹에 移文하면 이조에서 뽑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조에서 승직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국대전》 Ⅰ-1 조문
에서 확인된다. Ⅰ-1 조문의 吏曹 文選司는 ‘종친, 문관, 잡직, 승직
의 제수, 고신, 녹패’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보면, 앞서 禪師, 大禪師의 임명이 官敎
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국초부터 선사, 대선사
등의 승직 임명은 서경 없이 官敎로 이루어 졌다. 그러다 세종 11년
負役官敎의 발급 증가로 어보만 찍혀 위조가 쉬운 승직 관교의 문제
가 대두되자, 세종 12년 1월 이후 승직 임명에는 관교와 직첩이 함께
발급되게 되었다. 그러나 승직 중 판사와 주지의 경우는 특별히 서경
을 거쳐 제수되었으며, 이들 서경은 ‘관직 5품 이상을 서경’하는 세속
의 그것과는 다른 맥락과는 달리 주지가 갖는 권한의 특수성 때문이
었다. 태종 16년부터 이루어지던 주지와 양종 판사의 서경은 성종 9
년 8월에 중단되었다.
또한 위와 같은 정황은 승직과 승계의 체계와 임명은 세속 관직의
그것과는 달랐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어떤 승직이 어떤 관품에 대응
한다고 바로 말할 수 없으며, 선종의 첩정과 같이 제시된 기준이 필
요하다. 《경제육전》 단계에서는 환속자 서용 규정에서 승직의 준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
국대전》 단계에 오면 더 이상 기존의 규정은 통용되지 않으며, 적극
적으로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할 때 드러나는 승
직에 대한 견해차, 환속자 처우에 대한 입장차는 15세기 전반과 후반
의 달라진 분위기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15세기는 이전에 없
던 새로운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만들고, 고려시대로부터 물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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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도와 원칙을 새로운 기준 하에 변형하고 정비해 가던 시기였
다. 환속자에 대한 처분은 15세기 초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박해
지며, 특히 승직을 역임했던 자는 그 승직을 세속 관직으로 준계함에
있어 15세기 후반에 가면 초반보다 훨씬 평가절하하려 함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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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經濟六典》 《經國大典》의 자료를 토대로 《朝鮮王朝實
錄》을 참조하여 조선초기 ‘僧’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특히 승에 대한
국가의 처분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법전의 조문
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법전에서는 함축적인 조문을 수록하고 있는
관계로 《실록》의 기록을 통해 그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을 병행하였
다. 먼저 佛敎史상 僧이 어떤 존재인지 점검하고, 15세기 전후기 법
전에서 불교 관련 조문을 추출하여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僧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조선초기 僧과 度僧의 의미 및 출가자 관련 용어
에 대해 정리하였다. 승은 조선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시
대까지 승이 어떤 존재였는지 점검하는 일은 조선초기 승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승이 많다는 사실이 사회 문제가 되었던 까닭은 그
들이 갖는 출세간적 특성이 역사적으로 役을 면하는 존재로 받아들여
져 온 데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 ‘出世間’의 존재로서 승은 世俗, 世
間을 떠난 자들로서 세속, 세간의 일에 간여하지 않는 부류였다. 조선
초 사회에서도 승은 출세간의 존재로 세간의 일인 국가의 役에서 제
외된다는 인식이 있었다. 승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그 수가 많으면
세간의 백성들에게 역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큰 규모로 존
재하는 승은 불가피하게 세속의 통치 질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속의 권력은 모든 승이 역에서 제외되도
록 허용하지 않았으며, 조선초 조정은 度僧의 제도를 통해 度牒을 발
부하고 도첩을 지닌 승에게 공식적으로 國役을 면하도록 규정하였다.
승의 위와 같은 특성은 기존의 몇몇 조선시대 연구들에서 승을 賤으
로 규정하는 인식과 배치된다. 양인으로 승이 된 자들이 군역을 지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천이므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역사

308

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살폈다.
아울러 度僧, 度牒, 度牒僧, 無度牒僧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度僧’
은 국가에서 출가를 허용하여 승이 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용어이다. 도승제를 통해 출가한 자에게 국가에서는
‘度牒’을 발급하였다. 도첩이란 그 소지자가 도승의 절차에 따라 출가
하였음을 증빙하는 문서로, 도첩을 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차역 대상
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도첩을 소지한 승을 ‘度牒僧’이라고 부른다.
조선초기 승은 법적으로 도첩을 받은 도첩승과 도첩이 없는 무도첩승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초기 도첩승이 된다는 것은 비단 불교의 출가자로 공인받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역을 면제받는 것이었으므로, 도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통제하는 일은 체제 정비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사항 중 하나
였다. 전체 승의 규모는 국가의 役 운영과 연동되는 문제였고 역은
신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개인의 출가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간섭
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출가하여 도첩승이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명시적 법조문으로 성립하여 법전에 오르게 된다. 그것이 《經
濟六典》과 《經國大典》에 수록된 ‘度僧’의 조문이다.
이어서 조선초기 출가자에 대한 용어를 짚어보았다. 요즘 출가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하는 ‘僧侶’는 19세기 후반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는 일본의 용어로 보이며, 조선이나 그 이전 자료에서 보이는
사료용어는 ‘僧’임을 확인하였다. 승은 주로 남성출가자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며 복수형으로 僧徒가 종종 사용되었다. 《실록》에서 출가자
관련 용어들을 범주화하여 僧, 僧侶, 僧人, 僧徒, 緇徒, 緇流, 緇髡,
僧尼, 尼僧, 尼, 尼徒, 女僧 등의 쓰임을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을 정
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는 ‘니승’으로 불렸는데,
‘니승’이라는 용어는 《실록》에서 연산 12년을 끝으로 더 이상 사용되
지 않아 그 용례의 하한선이 분명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도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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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절이 모두 철거되는 시기와 겹쳐 ‘니승’은 도성 안 비구니를 지
칭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업원 비구니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Ⅱ장에서는 《經濟六典》의 僧 관련 규정을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경제육전》은 고려말 창왕 즉위년(1388)부터의 受敎를 수록하여 여말
선초 관제개혁과 법체계 정비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경제육전》은 태조 6년 趙浚의 《경제육전》, 태종 12년 李稷의 《元六
典》과 《續六典》, 세종 8년･10년의 《新續六典》, 세종 15년 黃喜의
《新撰經濟續六典》의 4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간행되었으며, 세조
치세 중반에 《經國大典》 戶典·刑典 등이 새로 편찬될 때까지 조선의
법전으로 그 기능을 다하였다. 그러나 《경제육전》은 실물이 전하지
않으므로 원 조문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실록》에 육전의 내용으로 인
용된 기사를 최대한 추출하여 재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복원을 위
한 노력은 관련 학계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는데, 본
고에서는 선행 육전 복원 연구를 참조하되 불교 관련 내용에 집중하
여 조문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조문들은 ≪부록 1≫에 수록하고, 본문
에서는 승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관련 연구 성과에서 《실록》을 시간 순으로 검토하
여 조선전기 도승 제도가 계속 변화하였다고 한 데 반해 《경제육전》
을 ‘度僧’ 규정을 중심으로 조문을 추출하여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경제육전》이 시행된 시기 동안 ‘度僧’ 조문이 창왕 즉위년 이래 거의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도승의
조건으로 강조되는 것은 도첩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신분과 경제력으
로, ‘양반 자제’가 丁錢을 납부해야 출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누차 천
명하고 있다. 조선초기 ‘양반 자제’란 관인 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육전》 단계에서 도승의 법은 도첩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시기 도승법은 단순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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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제한한다는 의미를 넘어 도첩승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적
조건을 ‘양반 자제’로 한정하여 도첩에 신분적 함의가 내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도승제는 도첩 발급의 자격을 신분과 경제력으로
엄격히 통제하여 도첩승과 무도첩승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핵심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吏典 六曹 기능 분장과 관련한 조문을 통해, 개국 초 독립적
으로 존재하던 僧錄司가 태종 5년 禮曹의 屬衙門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세종 6년에 승록사가 혁파되는데, 기존에 승록사 혁
파 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던 것은 《경제육전》의 조문이 인용된 것을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
었다. 세종 6년 승록사 혁파 후 등장한 禪宗과 敎宗의 양종은 더 이
상 六曹 조직 내의 衙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조치로 僧職
전체의 규모 축소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僧職의 규모
는 식년마다 배출되는 選試 합격자의 규모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데,
選試 관련 규정 역시 추출하여 수록하였다.
《경제육전》 조문에서 보이는 도첩승의 신분적 함의는 還俗者 敍用
규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환속자에게 初入仕禮를 면해주고 처음에는
祿을 받는 산직을 수여하였다. 이후 규정이 변화하여 成衆愛馬의 지
위를 주며 僧職을 지낸 자는 승직을 准計하여 敍用토록 하였다. 이는
《경제육전》에 규정된 도승의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 이들에게 도첩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환속자에
대한 처우는 점차로 가벼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經國大典》의 僧 관련 규정을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우
선 《경국대전》에 실린 불교 관련 조문들을 발췌하여 ≪부록 2≫수록
하고, 이 중 승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도첩승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경제육전》은 현존본이 없어 조문 추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경국대
전》은 여러 판본간의 校勘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조문을 확정하지

311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현존 《경국대전》 판본이
모두 《을사대전》이며 내용은 모두 같다는 전제 하에 판본 검토 없이
조문을 논하고 있으나, 불교 관련 조문만 살펴도 〈禮典〉 度僧 조항에
서 丁錢價의 기록과 〈吏典〉 吏曹 文選司의 기능에서 ‘僧職’의 고신과
제수 부분을 비롯한 여러 글자가 판본마다 차이가 있었다. 본고에서
는 우선 조문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국대전》의 종류별 판본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질이 아닌 零本이어서 기존 학계에서 주
목하지 않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본 《경국대전》과, 2007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그 내용이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보물 제 1521
호 《경국대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두 본은 각각 禮典과 吏典·戶
典·禮典만 남은 영본이나 도승법이 시행되던 15-16세기 당시의 자료
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특히 보물본 《경국대전》의 간행 시기를 밝히
는 과정에서 기존에 모호하게 알려진 《경국대전》 간행 단계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는데, 흔히 《己丑大典》으로 알려진 예종의 《경국대
전》을 시행년 기준으로 《庚寅大典》이라 再命名하였고 庚寅년-신묘년
-갑오년-을사년 4차례에 걸쳐 《경국대전》이 수정, 반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중 보물본 《경국대전》은 성종 2년에 시행된 이른바 《신묘
대전》으로 확정할 수 있다.
또한 적어도 4차례에 걸쳐 개수, 간행된 《경국대전》은 다양한 판본
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판본은 2개의 층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乙巳年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의 단계로 《신묘대전》과
《을사대전》 간의 내용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을사대전》이 누차 재
간행되면서 나타난 《을사대전》 간 글자 차이가 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하면 조문의 변화는 물론 조문 글자의 오류를 교정하여 조문을
확정할 수 있다.
먼저 《신묘대전》과 《을사대전》을 비교하여 내용을 교감한 결과, 度
僧 조문의 내용 구성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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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度僧 조항에는 애초에 항목에 충실하게 도승과 도첩 발급의 요
건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을사대전》에 오면 ‘도승’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승직자를 뽑는 選試와 주지 임명과 교체의 문제 등까지 그
내용에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을사대전》의 여러 판본을 교감하여 정전가 등의 오자를 바
로 잡고 도승 조문을 최종 확정할 수 있었다. 판본에 따라 다른 글자,
특히 僧職과 贈職, 정전가 20필·30필의 차이는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단순히 誤字가 수록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판본별로 글자가 조
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어떤 판본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오류의 결론을 내어 이해의 혼란이 있어 왔다.
본고에서 판본을 교감하여 확정한 불교 관련 《경국대전》 최종 조문은
이러한 연구 결과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국대전》 도승 조항 도첩을 주는 조문에서는 《경제육전》과 달리
양반 자제에 한정되던 조건이 사라졌으며 대신 경전 시취의 조건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이제 賤口도 도첩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천구에게 도첩이 나가기는 어려운 조건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禮典 말미의 度牒式의 내용을 보면 더 명확
하다. 도첩식은 도첩을 받는 자를 ‘學生’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
은 賤이 받을 수 있는 직역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도첩식은 賤口에의
수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육전》에서 규정한 도첩승
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국대전》에서는 六曹의 기능이나 官制, 試取 등 그 어느 곳
에서도 ‘선종’과 ‘교종’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아, 兩宗이 국가의 중앙
통치조직에서 탈락하였음을 확정할 수 있다. 승록사가 사라지고 세조
대 제정된 대전이 수정되면서, 選試나 住持 임명 등의 규정이 항목명
과 맞지 않게 度僧 조항 아래로 통합된다. 이로써 기존에 5백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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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유지되던 승록사를 혁거한 세종의 조치가 법전에 반영되어 고려와
다른 조선 통치 조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또한 選試의 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씩
배출되던 승직자의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들 승직자는 국가의 중앙 통치기구 구성원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양종
과 승인이 굳이 도성 내에 존재할 명분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
히 僧職의 경우, 양종의 判事나 大禪師, 禪師 등의 지위가 세속 관직
에 준하여 더 이상 准計되지 않으며 《경제육전》에서 규정하던 환속자
서용 규정도 사라지게 된다. 환속자 서용 규정은 승인이 환속한 경우
시험 없이 出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었다. 이 조항의 소거는 《경
제육전》과 《경국대전》 사이에 점차 특전이 사라져가는 승인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국대전》 도승조의 도첩을 주는 조문이나 도첩
식의 경우에는, 도첩승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양반 자제에 한정되는 경향이 남아있다. 그러나 승정기
구의 격과 규모는 통치제제 내 佛敎와 僧政의 위상을 대변한다는 면
에서 볼 때, 실제 제도상의 규정은 양반 자제가 도승을 하더라도 이
전만큼의 爵秩을 획득할 수 없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도첩의 법이 실질적으로 천구의 유입을 차단하였다 하
더라도, 규정상 양반 자제에 한정되지 않고 천구에게도 나갈 수 있는
도첩이 예전만큼의 가치를 갖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15세기 광범위한 승의 존재는 이전 사회의 유제로서 현실의
불교 신앙이나 승과 관련한 인식이 일시에 제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다. 제도를 살폈을 때 승에 대한 규정 역시 15세기를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겪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출가를 장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차 상층 신분의 도승을 제한하고 도첩의 규모를 통제하
며 도첩이 이전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쪽으로 엄격하게 정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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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전체적으로 15세기 승정의 처분은 초반에는 불교계 내부의 자의적
승직 남설을 규제하고 과다한 승직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비해 갔다.
중앙의 공식 아문으로서 승정기구인 승록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를 禮曹의 속아문으로 체계화하고 승직의 서경 및 고신 발급의 기능
을 吏曹로 이관하면서 승록사를 견제하는 동시에 중앙의 행정업무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15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승정 관련 업무는 국가의 공식 아
문의 기능에서 배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세종 6년 승록사가 혁파
되었고 양종 체제가 출범하였으나 《경국대전》 吏典에서 확인되듯, 결
과적으로 선종과 교종은 승록사와 같이 국가기구로서의 격을 갖는 중
앙 아문이 아니었다. 또한 줄어든 宗門의 수는 승직자 배출 규모를
대폭 감축시켰고 승직의 위상 역시 점차 평가절하되어 간 것으로 보
인다. 여전히 문무과가 치러지는 식년에 승과가 거행되었음에도 승직
은 예전 수준만큼 세속의 관품으로 준계되지 못하였다. 《경국대전》에
서는 환속자 서용 조문이 실리지 않았고 吏典에는 선종과 교종의 양
종은 물론 승직의 단계도 수록되지 못하였다. 禮典에서 僧科 즉 選試
는 문무과나 취재와 같은 국가 공식 시험의 범주로 수록되지 못하고,
알맞은 항목으로 독립하지도 못한 채 度僧 조항 아래로 불교 관련 조
문 몇 가지와 묶여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5세기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도입하
고, 고려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제도와 원칙을 새로운 기준 하에
변형하고 정비해 가던 시기였음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특히 불교는 장
기지속적 속성을 갖는 전통의 영역에 강고히 자리하여, 상층 위정자
의 정치적 명분에서 배제되더라도 이로 인해 일상의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던 것 같다. 15세기에 진행되었던 변화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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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파악했을 때 국가의 공식적 운영 체제 안에 승정을 관할
하는 기구가 사라졌다는 것, 국가의 상층 운영 질서 내에서 僧人을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전 내에 도승
의 규정이 제정되고 아직 승과와 승직이 제수되고 있어 15세기 말까
지도 완전한 탈피는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5세기의 상황은 이미 고려말부터 시작된 불교에 대한
개혁책의 연장선으로 오랜 시간 논의되고 차차로 수정된 결과물이라
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위정자들이 공식적으로 유학을 표방하였다 하
더라도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인식은 한순간에 변화하지 않았으
며 현실 역시 일시에 바꿀 수는 없었다. 법전의 조문에서 보듯 제도
와 사회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변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났던 것
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짚어두고 싶은 점은 조선초기 사회에서 승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도첩의 수여가 차역 대상에서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役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역이 신분과 연동하여 돌아간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첩의 발급이 오직 역과 관련한 문제였다면 度僧의 조항은 戶
典이나 兵典에 올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도승과 도첩식은 禮典에 수록되어 있다. 이점은 본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추후 조선초기 신분제와 역 관련 분야
연구의 심화와 함께 다루어 볼 문제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둘 점은 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현실의 변화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도승의 제도나 무도첩
승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철저히 구현되었는가는 법
조문 자체와 별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도승의 제도, 무도첩승 처
벌에 대한 조선의 법은 기존 연구에서 그 시행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
다. 그러나 이 역시 사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그 진위를 따져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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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
설사 시행되지 못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를 조선사회의 불법성이나
부패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거나 법전 조문이 의미 없는 문구에 불과했
다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선의 법전에는 해당 조문의 시행과
함께 현실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현실에서 지켜지
지 않는 조문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었다. 당시의 사회와 동떨어진 현
재의 시점에서 더 깊이 천착해 볼 점은, 현실에서 엄격히 적용될 수
없는 조문을 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법전으로 성립시켰는
가 하는 것이다. 당시 위정자들이 새로 정하는 법조문을 현실에서 시
행하기 어려울 것을 모르고 법전에 실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조문은 법전 수록 자체로 상징성을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어떤 조문이 법전에 올라가면 당장은 보편적으로 시
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강제로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승 관련 조문들이 당시의 현실에
서 얼마나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조문의 시행 혹은 미시행이 승의 사
회적 배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포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실적인 맥락
에서 더욱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조문 자체
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현실의 시행 양상 검토는 추후의 과
제로 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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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經濟六典》 불교 관련 조문
※ 일러두기
아래에서 제시하는 《경제육전》의 불교 관련 각 조문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제시하였다.
1. 《경제육전》은 원형을 알 수 없으므로, 6典별 조문 분류 항목은
《집록》과 《경국대전》의 구분을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2. 《실록》의 해당 기사 전체가 아닌 조문의 내용만 추려 원문을 싣
는다. 《실록》에서 해당 수교 전문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수교 전문을
수록한다.
3. 조문을 추출한 《실록》의 근거 기사는 각주에 기입하였다.
4. 《실록》 기사에서 “경제육전에....”, “원육전에....”, “속육전에....”
등과 같이 육전에 실렸다고 명시한 기사를 우선 정리한다.
5. 조문의 배열은 《실록》 기록에서 《원전》(태조 6년) 《속육전》(태종
12년)160) 《신속육전》(세종 8년) 《신찬경제속육전》(세종 15년) 《등록》
등이 명시되었거나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적어 간행
된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단 《원전》 이외 속육전류는 어느 속육전
인지 분류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속전)으로만 기재하였
다. 《경제육전》에 실리기는 하였으나 어느 육전에 실렸는지 알 수 없
는 경우는 (육전)으로 제시하였다.
6. 吏･戶･禮･兵･刑･工의 육전은 각각 1~6의 번호를 붙이고, 그 하
위 조문은 1-1, 1-2..., 2-1, 2-2...와 같이 배열하였다.
7. 《실록》에서 육전에 수록되었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수
160) 《집록》에서는 《속육전》을 《속집상절》이라 적고 있는데 대체로 《실록》에서 《속
육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속육전》이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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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번호 뒤에 + 기호를 붙여 내용을
수록하였다.

1. 吏典

六曹
1-1. 《속육전》 : 禮曹詳定 六曹分職及所屬...... 禮曹掌禮樂, 祀祭,
燕享, 貢擧, 卜祝等事......禮曹所屬, 藝文館, 春秋館, 經筵, 書筵, 成
均館, 通禮門, 奉常寺, 禮賓寺, 典醫監, 司譯院, 書雲觀, 校書館, 文
書應奉司, 宗廟署, 司醞署, 濟生院, 惠民局, 雅樂署, 典樂署, 司臠所,
膳官署, 道流房, 福興庫, 東西大悲院, 氷庫, 種藥色, 太淸觀, 昭格殿,
圖畫院, 架閣庫, 典廐署, 社稷壇, 慣習都監, 僧錄司, 各道學校, 醫學.

僧職161)
1-2. 《신속육전》 : 世宗朝 經濟六典內 還俗人 自願從仕者 考其祖
系才品 成衆愛馬相當處差定 其有才幹可任者 僧職准計敍用.162)

2. 戶典

貢物代納禁止
2-1. 《원전》 : 元續六典內 各年判旨......洪武七年 司憲府狀申一款
大小人員及緣化僧徒等 受各官陳省 私備貢物先納 卽受其司文憑 下歸
倍受其價 侵虐小民 願自今一皆禁斷.163)

161) 《집록》에서는 ‘僧職’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상 정확히 말하면
‘환속자의 서용’에 대한 규정이다. ‘승직을 준계하여 서용한다’는 규정 때문에 원
래 승직과 함께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승직’의 분류를 유지하였다.
162) 《성종실록》 75권, 성종 8년 1월 20일 己未 5번째 기사
163)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7일 辛未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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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田
2-2. 《원전》 : 田制一款云 居京城衛王室者 宜置科田 以養廉恥. 公
私賤隷巫覡娼妓工商僧尼賣卜盲人等 身及子孫 不許受田.164)

3. 禮典

度僧165)
3-1. 《원전》 : 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親族具錄辭因 告僧錄司 轉
報禮曹 啓聞取旨然後 納丁錢五升布一百匹 給度牒 方許出家.166)
3-2. 《원전》 : 凡僧尼試才行 給度牒 許令削髮 六典所載.167)
3-3. 《원전》 : 其餘軍人鄕吏驛子公私賤男女等有役人及獨子處女一
皆禁斷. 違者 還俗當差. 父母師僧及寺主 竝重論罪. 夫亡守身剃髮者
不在此限.168)
3-4. (속전) : 續典云 無度牒僧徒 所在官司 依律論罪 還俗當差.169)

選試170)
164)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29일 乙亥 4번째 기사
165) 《집록》에는 《경국대전》의 예에 따라 度僧의 조항 아래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甲辰 3번째 기사, ‘도첩과 選試의 법은 국초부터 육전에 실려 있다
[度牒選試之法 自國初 載諸六典].’고 한 내용을 함께 수록하고 ‘選試’의 조항은 따
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사대로 하면 도첩과 選試의 조로 나누어 기재할 필
요가 있다. 승이 되려는 자에게 도첩을 발급하는 도승과, 승직자를 선발하기 위한
選試는 각각 별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166)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10일 戊午 1번째 기사 ; 《세종실록》 10권, 세
종 2년 11월 7일 辛未 3번째 기사 ;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6일 辛卯
3번째 기사. 이상의 세 기사의 조문을 합하여 공통 내용을 조합한 조문이다.
167)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庚午 2번째 기사
168) 위와 같음
169)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1월 9일 癸丑 1번째 기사
170) 《집록》에서는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모두 ‘度僧’의 조항으로 묶고 있다. 그러
나 《성종실록》 262권, 성종 23년 2월 3일 甲辰 3번째 기사 “蓋度牒選試之法 自
國初載諸《六典》.”의 내용에서 보듯 《경제육전》에는 度牒을 주는 법과 選試에 대
한 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실록》에서 《경제육
전》에 실렸음이 적시된 選試의 조문은 찾을 수 없다. 다만 選試의 내용을 수정하
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選試’조항 아래 3-5+와 3-6+로 수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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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各宗當抄選之時 多至七八十 少不下四五十.171)
3-6+. 禪敎各爲一宗 依文科鄕試之法 令各道置禪敎二學 當試年 選
其精於學術者 升之僧錄司. 僧錄司更考其選 然後移送禪敎二宗. 禪敎
各宗 依舊抄選 入選取三分之一 以革冒濫之弊.172)

役僧173)
3-7. 《속육전》 : 續六典內 毋役僧徒條.174)
3-8. 《신찬경제속육전》175) : 國有大役 則役僧徒 載在六典.176)
고자 한다.
참고로 부연하자면, 《경국대전》의 경우에도, 乙巳년 판본에서는 ‘도승’에 도첩과 선시
를 모두 수록하고 있으나, 乙巳년 이전 판본의 《경국대전》에서는 ‘도승’에 도첩을
주어 출가시키는 조문만 수록하고 있다. 곧, 원래 도승에는 선시가 실리지 않고
독립된 조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한 서술은 본고 Ⅲ장 《경국대전》의 도승
관련 내용 참조. 여기서는 도첩을 주는 법이 ‘도승’이므로 ‘도승’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선시’의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를 찾아 수록하였다.
171)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4일 乙亥 2번째 기사 “司憲府大司憲柳觀等上
疏,......一, 竊見, 釋氏之道, 有禪有敎. 爲其徒者, 不能精學, 以究至一之理, 卒使其
法分裂而多門. 國家深慮其弊, 乃倂各宗寺社, 亦減其半. 近年各宗當抄選之時, 取
粗學之輩, 多至七八十, 少不下四五十, 僥倖中選, 以謀利名, 求住寺社, 豈初立法之
意乎?......” 밑줄친 부분은 이 시기 시행되던 초선의 방식이다. 이것을 이전에 立
法된 조문으로 보았다. ‘적으면 40-50, 많으면 70-80’이라는 초선 합격자의 수로
보아, 초선에서 선발하는 수를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기사 내용 그대로를 3-5+ 조문으로 수록하기
로 한다. 아울러, 이 기사는 태종 14년의 것이므로, 입법 상태의 조문은 적어도
태종 12년의 《속육전》에는 실려 있었을 것이다.
172)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4일 乙亥 2번째 기사 “司憲府大司憲柳觀等上
疏: ‘......乞令禪敎各爲一宗, 依文科鄕試之法, 令各道置禪敎二學, 當試年, 選其精
於學術者, 升之僧錄司. 僧錄司更考其選, 然後移送禪敎二宗. 其抄選之數, 毋過三
十人, 入選取三分之一, 以革冒濫之弊.’下六曹擬議, 請依疏施行, 從之. 唯禪敎各
宗, 依舊抄選, 其入格者, 定數施行.” 이 기사의 밑줄친 부분을 토대로 3-6+ 조문
을 작성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사헌부에서 건의한 내용은 초선을 각 종별로 30인
을 뽑고, 입선은 그 중 1/3만 취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초선은
옛날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기사는 태종 14년의 것이므로, 새로 정한
조문은 세종 8년 《신속육전》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173) 《집록》의 조문 분류는 ‘毋役僧徒’이다. 그러나 수록된 두 조문은 내용이 상반된
다. 두 조문 모두 승을 역에 동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조문 분류를 ‘役
僧’으로 바꾸었다.
174)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0월 24일 己酉 1번째 기사
175) 이 때 3-7 조문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3-8 조문을 육전에 새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신찬경제속육전》은 세종 15년 정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시기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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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敎
3-9. 《원전》 : 元禮典一款 凡僧出入寡婦之家者 以犯色論.177)
3-10. 《원전》 : 元禮典一款......凡尼上寺者 以失節論.178)
3-11. 《원전》 : 棟梁僧禁止 載在元典.179)
3-12. 《원전》 《속육전》 : 金銀寫經...等事之禁.180)
3-13. 《원전》 : (國行)181)佛事之禁 載諸元典.182)
3-14. 《원전》 : 元典 禁僧徒出入條.183)
3-15. (육전) : (僧人)許令京中往來 載在六典.184)
3-16. (육전) : 印經之禁 載在六典.185)
3-17. 《속육전》186) : 婦女上寺 以失節論 載在六典.
그 편찬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실록》의 내용상, 태종 때 역승 하지 말라
는 수교가 있었고 그것이 육전에 실렸는데, 이 조문을 무릅쓰고 새로이 役僧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본고 Ⅱ장 참조
176)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12일 丁卯 5번째 기사
177)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7일 甲寅 6번째 기사
178)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7일 甲寅 6번째 기사
179)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6월 8일 戊申 4번째 기사
180)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4일 戊申 1번째 기사 ; 《문종실록》 2권,
문종 즉위년 7월 17일 己未 5번째 기사
181) 여기서 금하는 佛事란 國行의 불사이다. 이 기사의 근거 수교는 《정종실록》 6
권, 정종 2년 12월 22일 壬子 5번째 기사 ;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7일
丁丑 2번째 기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개인적 차원의 불사까지 모든 불
사를 금지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8일 丙戌
4번째 기사 에서도 “내가 《육전(六典)》을 상고하니 佛事를 금하는 법이 따로 없었
다......”고 한 것은 그런 의미이다.
182)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8일 庚辰 4번째 기사 ; 《문종실록》 7권, 문
종 1년 4월 12일 庚辰 2번째 기사
183)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1일 庚子 2번째 기사. 이 3-14는 3-15 승인
의 출입을 허락한다는 조문과 상충되는 조문이다. 원전의 법은 승을 녹적하는 법
을 폐하면서 승도가 임의로 횡행하는 것에 대해 사헌부가 법조문을 인용하며 건의
한 것이다. 정황상 녹적된 승인만 도성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녹적을
폐지하면서 상고할 자료가 없게 되자 승도가 모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3-14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3-15가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승인의 도성 출입을 논할 때 이 두 기사는 맥락을 이해하여 함
께 거론되어야 한다.
184)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3일 甲寅 1번째 기사
185)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4월 22일 己亥 3번째 기사
186)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4월 12일 庚辰 2번째 기사. 婦女 上寺 금지의 경우,
기사에서 ‘육전’이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실록》에서는 태종 4년 12월 8일이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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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육전) : 六典亦有用金造佛之禁令.187)
3-19. (육전) : 僧徒娶妻 律有定罪 而六典所禁.188)

寺社
3-20. 《원전》 《속육전》 : 元續六典 新創寺社及重修之禁.189)
3-21. (속전) : 寺社於古基重創者 依續六典 必告官重修 雖已創寺社
若有改構處 京中則告于漢城府 移關禮曹 外方則告于其官 轉報監司
方許改造 違者依律論罪 並令撤毁.190)

寺社定數
3-22. 《신속육전》191) : 謹按續大典 寺社定數條云 京外置三十六寺
分隸兩宗 仍給田地 酌定居僧之數 京外寺社奴婢及法孫奴婢 並皆屬
公.192)

喪葬
3-23. 《원전》 《속육전》 : [元續六典內 各年判旨 … 洪武二十一年
(1388) 司憲府受判 葬者藏也 所以藏其骸骨 不暴露也. 近歲浮屠氏 茶
毘之法盛行 人死則擧而置之 烈焰之中 焦毛髮爛肌膚 止存骸骨. 甚者
焚骨揚灰 以施魚鳥 乃謂必如是而後 可生天堂 可至西方. 此論一起 士
大夫高明者 皆惑之 而不葬於地者 多矣. 嗚呼 不仁甚矣. 人之精神流
行 和通死生 人鬼 本同一氣 祖父母安於地下 則子孫亦安 不爾則反是.

지하는 정황이 드러나므로 《속육전》에 수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87)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8월 8일 을묘 1번째 기사
188)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0일 丁卯 3번째 기사
189)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19일 癸卯 1번째 기사
190) 《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15일 丙午 5번째 기사
191) 《집록》에서는 이를 《속집상절》 즉 태조 6년의 속육전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양종에 36사를 분속한 것은 새종 6년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세종 8년의 《신속육
전》에 실렸다고 보아야 한다.
192)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6월 30일 계축 5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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且人之生於世 猶木之托根於地 焚其根株 則枝葉凋瘁 安有發榮滋長之
理乎? 此愚夫愚婦之所共知也. 聖人制 三寸之棺 五寸之槨 猶恐其速朽
也 斂衣數十襲 猶恐其或薄也 置穀棺中 猶恐螻蟻之或侵也. 送終之禮
如此 而反用裔戎無父之敎 可謂仁乎. 願自今一切禁之 犯者加罪. 外方
人民於父母葬日 聚隣里香徒 飮酒歌吹 殊無哀慟之心 有累禮俗 亦皆
痛禁.]193)
3-24. 《원전》 《속육전》 내의 각 년 판지 : 元續六典內 各年判旨 …
永樂十一年(1413) 司諫院啓. 佛者去君臣之義 父子之恩 以浮誕之辭
妄托報恩之說 惑世誣民 傷風敗俗. 吾道之害 孰甚於此. 在昔唐虞三代
之時 歷年多而享壽長 此固非佛氏之致然也. 漢明帝時 始有佛法 明帝
以後 亂亡相繼運祚不長 及梁陳元魏之際 事佛尤謹 年代尤促 遂使持
戒之主 終有臺城之禍 事佛求福 果安在也. 佛不足信 不待辨說而自明
矣. 蠢蠢無知 固不足責 世號高明者 亦惑而事之 何哉? 大抵邪說乘間
得誘 則易惑而難悟 故人有喪父母失妻子而哀痛迫切之間 誘之 以福田
利益之說 駸駸然入於其中 至於蕩盡家産 邪說之害人 如此. 今我殿下
斷然一革 誠千載之美事也. 然爲死者 供佛齋僧之事 因循未革 人死則
皆欲薦後 旣設七七之齋 又設法席之會 無識之徒 專尙浮華 誇人耳目.
假如佛氏有靈 受人之饋 救人之罪 則是賣官鬻獄 汚吏之所爲也 豈有
此理乎? 且死生有命 禍福在天 縱有祈禱之切 佛氏安能施惠於其間哉?
伏望殿下 命攸司 喪祭之儀 一依文公家禮 痛禁佛事 以斷群疑.194)
3-25. 《등록》195) : 六典 雖遭喪薦亡之時 只設水陸 毋得行法席.196)
193)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7일 辛未 3번째 기사. 이 기사에서는 ‘元續六
典內 各年判旨’라고 하여 육전에 실린 판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해
당 수교 전체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판지의 내용을 모두 수
록한다. 이는 아래 3-24, 3-25 조문도 마찬가지이다.
194)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7일 辛未 3번째 기사
195) 원문에 ‘육전’이라 되어 있으나 《집록》은 《등록》에 실린 것으로 판정하였다.
《집록》 162쪽에 따르면,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0월 20일 庚寅 기사에
“水陸爲忌辰 而設也. 臣嘗參修《六典》 水陸一條 世宗欲載正典 旣而曰, ‘《六典》萬
世之龜鑑 《謄錄》一時之律令也. 不可載諸正典 而移於《謄錄》’.”라고 하였으므로
《등록》에 실린 것으로 판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견해인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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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刑典197)

驛馬
5-1. (육전과 각년 수교) 依六典及各年受敎, 僧人鋪馬 須待文憑乃
給 其不照驗 擅自枉道者 勿給.198)

奴婢
5-2. 《속육전》 : 僧人辭親出家 不可以俗例 爭望祖業奴婢. 父母傳得
外爭望者 禁止 身後毋得與他. 以上項例 限四寸分給 無四寸屬公.199)
5-3. 《속육전》 : 敗亡寺社奴婢多爲無識僧人移置私庄役使者 及革去
寺社奴婢 漏落不報者 許人陳告 推考屬公 賞給三分之一.200)

6. 工典
院宇
6-1. 《원전》 : 院館 … 依六典 擇有善心僧 爲幹事 恒令看守 其守
令怠於修治者 論罪.201)
6-2. 《원전》 : 依元典 其院主僧人 除雜役完恤 有能修葺者 啓聞授
僧職 元有識者 加職.202)

다.
196)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3일 庚子 2번째 기사
197) 吏·戶·禮·兵·形·工典 중 네 번째 兵典으로 분류되는 관련 조문이 없어 다섯 번째
刑典으로 바로 넘어가기로 한다. 때문에 일련번호가 3-...에서 5-...가 되었다.
198)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25일 庚辰 4번째 기사
199)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6일 戊戌 2번째 기사
200)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9월 6일 戊戌 2번째 기사
201)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8일 丙寅 2번째 기사
202)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윤4월 17일 戊戌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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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經國大典》 불교 관련 조문
※ 일러두기
표 20. 교감 대상 《경국대전》과 그 서지사항
소장처

① 김민영(개인소장)

②

③

국립중앙도서관

[1470년]

(이･호･예전)

만력

규장각
버클리동아시아
도서관

(예전)

전반]

31년(1603)

⑤

1책 1권

2책3권

도서관
규장각

권사항

[16세기

버클리동아시아

④

⑥

판본 연대

[만력
41년(1613)]

6권4책

6권3책

1668

6권3책

1721

6권4책

⑦

국립중앙도서관

1785

6권5책

⑧

국립중앙도서관

1865

6권5책

간기

-

경국대전
종류

신묘대전

萬曆三十一年三
月日新刊
-

을사대전

戊申三月平壤府
開刊
辛丑六月日芸閣
鑄字重印
乙巳孟冬
嶺營開刊
乙丑補輯
中外印頒

대전통편

대전회통

1. 교감한 《경국대전》의 종류는 위 표 20과 같다. ⑦, ⑧과 같이 《실
대전통편》《대전회통》을 함께 교감한 까닭은 《경국대전》 을사년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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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2. 판본마다 글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로 표시하고, 판본간

대조와 《실록》 내용 등을 통해 원 조문 글자를 추적하여 맞다고 생각
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판본마다 다른 글자는 각주로 표기하였다.
3. 굵은 글씨는 大字의 조문이며, 【 】는 小字雙行의 註, 《 》는 小字
四行의 주이다.
4. 참고를 위해 성종 23년에 편찬된 《대전속록》의 조문을 해당 부분
각주에 첨기하였다. 《대전속록》의 내용에는 乙巳대전 이전에 논의된
내용이면서 《경국대전》에 실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
문이다.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1-1. 六曹 : 吏曹文選司 掌宗親･文官･雜職･僧職203)･除授･告身･祿牌･
文科生員進士賜牌･差定･取才･改名及臟汚･敗常人錄安等事.

戶典

諸田204)
2-1. 官屯田, 馬田, 院田, 津夫田, 氷夫田, 守陵軍田則自耕無稅. 國行
水陸田, 祭享供上諸司菜田, 內需司田, 惠民署種藥田並無稅. 寺田, 衙
祿田, 公須田, 渡田, 崇義殿田, 水夫田, 長田, 副長田, 急走田則各自
203) ③, ④본에서는 ‘贈職’으로 되어 있다. 《실록》의 내용과 여러 판본을 비교한 결
과 僧職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204) 성종 23년(1492)에 편찬된 《대전속록》 諸田에 ○ 寺社田稅 京畿則依賜田職田
例 以京倉米豆換給 遠道則以所在官軍資米豆換給 이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아울러
호전 收稅에도 다음의 조문이 추가된다. ○ 職田賜田及寺社位田收稅陳省 三月初
十日內 未及付曹者勿給. ○ 國行水陸諸寺田稅 每年年分等第前 以下下稅 先收 待
等第後 准數收給.

327

收稅.
2-2. ○ 職田, 賜田稅幷草價納京倉【限來春三月初十日】 以軍資監米豆
換給【草一束准米二升. ｏ職田, 寺田則每一結官收二斗.】

雜令
2-3. ○ 寺田稅高重收納者 許佃夫告司憲府治罪. 其濫收物還主 元田
稅沒官.
2-4. ○ 凡人口生産物故之數 違法爲僧原籍還差之數 諸道牧場故失遺
失馬牛之數 京漢城府外觀察使每歲杪啓聞

禮典

度僧
3-1. 爲僧者 三朔內告禪或敎宗 試誦經【心經, 金剛經, 薩怛205)陁】 報
本曹【私賤則從本主情願】 啓聞收丁錢【正布三206)十匹】 給度牒【過三朔
者 族親隣近告官 還俗當差. 知而不告者幷罪. ｏ度牒借者與者 依懸帶
關防牌面律論】207)208)
3-2. ○禪敎兩宗每三年選試 禪宗則傳燈拈209)頌 敎宗則華嚴經十地
論 各取三十人.
3-3. ○諸寺住持 兩宗擬數人薦望 報本曹移文吏曹 磨勘差遣 三十朔而
遞. 如有所犯 兩宗報本曹 覈實治罪. 犯奸者幷坐薦僧.
3-4. ○住持遞代時 傳掌. 有破失物徵納.
205) ④는 怚
206) ③, ④本에는 20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30필의 誤記로 생각된다. 관련 내
용은 본고 Ⅲ장 참조
207) ①의 경우 〈도승〉에서 이 도첩 발급에 관한 조문인 3-1만 수록되어 있고, 3-2,
3-3, 3-4의 내용이 없다.
208) 《대전속록》 雜令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軍額敷盛間 勿度僧. 違法爲僧者
一族囚家僮督現.
209) ③은 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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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社
3-5. ○凡寺社勿新創 唯重修古基者 告兩宗報本曹啓聞.210)

3-6. 도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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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凡寺刹貢賦外復役.
210) 《대전속록》 寺社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奉先寺正因寺雨漏處內需司報本
曹修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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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典

囚禁
5-1. 杖以上囚禁. 文武官及內侍府, 士族婦女, 僧人啓聞囚禁.【如司饔
院, 掖庭署之類 一應入番者同】 犯死罪者 先囚後啓.【僧人犯殺盜淫傷
人者同 ｏ惑有搜索寺刹事啓聞......ｏ凡不囚者 公緘推問. 七品以下官
及僧人 直推.《士族婦女 凡詞訟 許子孫壻姪奴婢中代之. ｏ僧人訟自己
事及獨子 僧人訟父母事外 勿聽理》......ｏ違避公事者 囚家僮 毋過三人
過三日卽放 未過三日 勿復囚. 兵曹, 本曹, 漢城府, 司憲府, 承政院,
掌隷院, 宗簿寺, 觀察使, 守令外, 移本曹囚之】

推斷211)
5-2. 凡拷訊取旨乃行 外則報觀察使. 【ｏ文武官, 內侍府, 士族婦女,
僧人 觀察使啓聞】

禁制
5-3. ○驛馬濫乘者 私與者 並杖一百 流三千里, 加數者 枉道者 經驛
不換者... 並杖一百徒三年.212)
5-4. ○儒生･婦女 上寺者【尼同】......並杖一百.
5-5. ○代納貢物者 杖八十徒二年 永不敍用.213)
5-6. ○寺刹外用眞彩者......並杖八十.
5-7. ○獻壽･婚姻･祭享外用油蜜果者, 街路供佛唱魂者, 喪人･庶人･僧
人 都城內騎馬者【老病者及兩宗判事勿禁】新屬人侵虐者 並杖六十.
5-8. ○私奴婢･田地 施納寺社･巫覡者 論罪後 其奴婢田地屬公.
211) 죄인에 대한 신문 및 처결
212) 승니와 직접 관련된 조문은 아니나 《경제육전》 4-1의 내용이 승에 한정하지 않
고 여기에 흡수되었기에 적어둔다.
213) 승니와 직접 관련된 조문은 아니나 《경제육전》 2-1 연화승의 공물대납금지가
승에 한정하지 않고 여기에 흡수되었기에 적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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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京城內巫覡居住者 閭閻內僧尼留宿者【乞糧･見父母同生輸214)
齋物僧尼勿禁】論罪.215)

公賤216)
5-10. ○若避役爲僧尼者 決杖一百 極邊殘邑官奴婢永屬. 知情師僧尼
以制書有違律論還俗當差【私賤論罪給主】
5-11. ○凡賤人所係從母役【唯賤人娶良女 所生從父役. 僧人所生 雖良
亦從賤. 告者如逃漏奴婢同賞】217)

214) ③본에는 輪. 의미상 輸가 옳다.
215) 《대전속록》 禁制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童女爲尼僧者 治罪還俗.
216) 《경국대전》의 私賤에는 특별히 승니와 관련한 내용이 없으나 《대전속록》 私賤
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私賤爲僧者 不受度牒 惑犯罪還俗 而本主惑於佛敎
不卽長髮者 推考屬公賤.
217) 《대전속록》 決獄日限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凡公賤漏落及僧奸所生陳告
者 勿論呈所志先後 立訟人給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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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 act】

A Study on Buddhist Monks/僧
through the Code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Yang, Hye-Won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o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view the terms
and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Buddhist monks/僧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early Joseon Dynasty refers to the
period from the end of the 14th century to the late 15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is known as the era of the reverence
of Confucianism, in which the influence of Buddhism tends to
be underestimated. The very few studies on Buddhism in this
time

are

the

result

of

such

preconceptions.

Buddhism

remained to be a dominant ideology for about 1,000 years,
however,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leaving a lot of spiritual and material heritage. Therefo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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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have been impossible to remove Buddhist influenc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ndeed, both the reverence and
suppression of Buddhism occurred simultaneously.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know the
Buddhist tradition that existed at the time. One of the major
Buddhist tradition to note was the culture to leave home in
order to become a Buddhist monk.
However, who were Buddhist monks in the society of the
early Joseon Dynasty? Who were Buddhist monks in the legal
system at this tim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focuses on two sources: the records of the Joseon wangjo
sillok(朝鮮王朝實錄,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provisions of the two Code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the two Codes, Gyongjeyukjeon(經濟六
典), established shortly after the birth of the Dynasty and
Gyeongkukdaejeon(經國大典),

completed

in

the

late

15th

century, were carefully examined to restore and extract the
provisions regarding Buddhist monks, and their full text was
presented and analyzed.
Buddhist monk/monks was/were addressed as 僧(seung) in
the

Joseon

Dynasty.

They

were

priests

who

devoted

themselves to Buddhist practices after leaving home. Buddhist
monks are one of the three precious things of Buddhism218)
and they are regarded as the human basis of Buddhism.
Since Buddhist monks leave home and enter the community
218) They are called Three Treasures. The basic set of three are the
Buddha, the Dharma, and the Saṃgha. The Saṃgha is Buddhist monks
‘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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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sceticism

secularity,

in

the

'becoming

sense

of

Buddhist

breaking
monks'

the

is

bonds

of

expressed

as

'leaving home'. It is also called a being of 'going out of the
world' in the sense that it has left the secular world. They
have the characteristic of shaving their head and wearing
black clothes, which can be said to be a unique culture born
with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In the 15th century after the opening of the Joseon
Dynasty, Buddhist monks were spread very widely. Due to the
influence of Buddhism, which had prevailed until the Goryeo
Dynasty, the number of Buddhist monks in the early Joseon
was increased so excessively that they were estimated to be
nearly

3/10

of

the people.

The existence

of

numerous

Buddhist monks wa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facing

the

Joseon

government

because

of

the

following

unique characteristic.
As Buddhist monks were a being of 'out of secular
world', there was a prevailed perception that they were
excluded

from

the

forced

labor

of

the

state.

This

characteristic of Buddhist monks was a potential factor that
caused conflict with the centralized ruling system of the
state. If the number of Buddhist monks increases excessively,
the government cannot allow the labor duties to be exempt
for all of

them. Therefore, there was a system called

doseung(度僧) which qualified the monks who were exempt
from the statute labor. The early Joseon government tried to
regard them as Buddhist monks excluded from the 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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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only

procedures

if
of

they

received

doseung(度僧).

dochup(度牒)
Only

Buddhist

under

legal

monks

with

dochup(度牒) were officially exempt from the statute labor ;
Buddhist monks without dochup(度牒) had no legal basis to
be exempted from the statute labor and could be forced to
return to secular life.
In other words, it was one of the important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the governance maintenance to control
those who would receive dochup(度牒). It was a big privilege
since to receive dochup(度牒) not only meant to acquire the
status of Buddhist monks in the legal system but also to be
exempt from the forced labor of the state. The size of the
entire Buddhist monks was a problem closely related with the
statute labor system, and that was why the government
systematically restricted becoming Buddhist monk. In the end,
the provisions for receiving dochup(度牒) and becoming legal
Buddhist monk were established as an explicit text in the
codes. It is the provisions of doseung(度僧) which are listed
in Gyongjeyukjeon and Gyeongkukdaejeon.
Immediately after the birth of the Joseon Dynasty, it
embarked on integrating a code of law for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s a result, Gyongjeyukjeon was established
in 1397. However, for there is no book of it left, the
complete restoration of the contents of Gyongjeyukjeon is
impossible. To reconstruct the contents of this code, the
records quoting provisions of Gyongjeyukjeon in the Joseon
wangjo sillok were searched, so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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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monks were restored and extracted as much as
possible. (The restored and extracted provisions are listed in
"Appendix 1" at the end of this thesis.)
Gyongjeyukjeon was repeatedly revised and supplemented
through long discussions. In 1485, almost a hundred years
later, it was finally completed as Gyeongkukdaejeon which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leg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Gyeongkukdaejeon had remained the single main
code until the next general code Sokdaejeon(續大典) in 1746.
The final version Gyeongkukdaejeon published in 1485 is
usually known to be the only edition available, but previous
edition published in 1470 was then discovered in the 1990s.
These two versions of Gyeongkukdaejeon reveal the important
changes in the provisions of doseung(度僧) of the late 15th
century. However, since the contents of the change have not
been introduced in the existing academic world, they are
analyz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study and the provisions
regarding Buddhist monks in both editions are extracted.
(The extracted provisions are listed in "Appendix 2" at the
end of this thesis.)
As a result,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are drawn.
First, Buddhist monks who existed on a large scal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ose
who received dochup(度牒) from the government and those
who did not.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two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y are legally exempted from the forced
labor of the state. Second,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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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for receiving a dochup(度牒) in the system of
Gyongjeyukjeon was the superiority of ‘a son of yangban(兩
班)’ and the economic ability to pay jeongjeon(丁錢). Buddhist
monks with dochup(度牒) were able to ascend to monk
officials(僧職) through examination, and they were guaranteed
by law to have the right to go to secular government
officials(官職) without examination if they returned to secular
life. Third,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s for receiving
dochup(度牒)

in

Gyeongkukdaejeon

system

were

the

intellectual ability to recite Buddhist scriptures designated by
the state and the economic ability to pay jeongjeon(丁錢).
Although the status restriction seems to have disappeared
from the provisions, the document style of dochup(度牒)
strongly suggests that the monks with dochup(度牒) were still
treated as the upper class such as hakseng(學生) who were
exempted from the forced labor of the state. However, the
state reduced the selection size of monk officials and the
legal status of Buddhist monks tended to decrease.
Finally, one more important factor to note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the ideals that the regulators
pursued. The extent to which the law was realized in reality
is a separate matter. The provisions about doseung(度僧) of
the 15th century was rather strict. How this law was operated
in society at that time is an important topic to stud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early Jose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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